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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면 전사자 

김경식 

육군, 일병, 6.25 참전, 1951 년 12월 27일 전사, 강상면 세월리284, 친권자 

김천봉. ※ 아래와 동일인 

김경식(金敬植) •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7사단, 계급은 일등병, 군번은 0344076번, 주소는 

강상면 세월리284번지, 6.25전투 중 1951년 12월 27일 7사단에서 전사했다 

친권자 김천봉 

김극수(金極洙) • 

광산인, 김영고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3연대, 계급은 상병, 군번 

은 2502936번, 주소는 강상변 화양리 16번지 , 1930년 3월 22일 생, 6 . 25전투 

중 1950년 8월 8일 전사했다 ※아래와 동일인 

김극수(金極洙) 

육군, 제 1사단 12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동중사, 군번은 2502933번, 주소는 

강상변 화양리 , 1930년 3월 22일생, 6.25전투 중 1950년 8월 8일 12연대에 

서 전사했다. 

김노미(金老味) 

육군, 육군직할 103연대,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1797번, 주소는 강상면, 

6.25전투 중 1951년 l윌 1일 103연대에서 전사했다. 

김동국(金東國)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6연대,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631 번, 주소는 

강상면, 1923년 6월 21 일 출생, 6.25, 1951년 7월 1일 전사했다. 

김동하(金東夏) 

광산인, 김학영의 장남, 육군, 제3사단 22연대, 계급은 이중, 군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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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0442번, 주소는 강상면 병산4리, 1931년 12월 13일 출생, 6.25전투 중 

1953년 7월 19일 김화 지구에서 전사했다. 

김 백수(金伯洙)±{百-이 

육군, 光 LI I 人, 金永益의 장남, 주소는 강상연 화양2리 

김백수. 

육군, 광산인, 김영익의 장남, 징용, 1951. 03. 28. 강상변 화양리297 임영 
;ζ 

>!:" 

김성학-이 

육군, 6.25 참전, 강상면 교평2리, 전사 

김영식(옳永植) • 

육군, 계급은 상병, 1950년 08월 08일 전사, 주소는 강상변 화양리220, 친권 

자 김덕현 

김영희 

김기현의 아들, 육군, 일병, 1951 년 02월 03일 전사, 주소는 강상변 화양리 

270, 친권자 아들 김건수. ※아래와 동일인 

김영희(金永熙) --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5연대,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82622번, 주소는 

강상변 화양2리 270번지 6.25전투 중 1951년 2월 31일 15연대에서 전사하였 

다. 친권자 김건수 

김용근(김용근)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계급은 일병, 군번은 247181 번, 주소는 강상변, 

1931년 10월 3일 출생, 6 .25전투 중 1951년 5월 29일 전사하였다. 

김윤수(金潤洙) 

광산인, 김영봉의 3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7사단, 계급은 일병 , 군번 

은 0322363번, 주소는 강상면 화양2리 , 6.25 참전, 1951년 1월 15일 7사단에 

서 전사했다 

김윤영 

육군 일병, 1951. 02. 17. 강상띤 대석2리 90, 친권자 손필 례. ※아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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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김윤영(金允榮) • 

김해인, 김사연의 3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5사단, 계급은 일병, 군번 

은 032317번, 주소는 강상면 대석리 90번지, 6.25 참전 중 1951년 2월 17일 

5사단에서 전사했다. 

?|。|깅느 
C그 」」 I 

광산인, 김영봉의 차남,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m월 30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화양2리 12, 친권자 이 영자. 

김인수(金仁洙)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27연대, 계급은 이병, 군번은 0199657번 , 주소는 

강상변 화양리 12번지 6.25 참전 중 1951 년 6월 4일 전사하였다. 

김재봉-이 

김금철의 장남, 6.25 참전, 강상면 대석 1리, 전사 

?|으So~헤 
I그 0 틀르 

김해인, 육군, 계급은 병장, 1951년 03월 08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대석2리 

123, 친권자 김종선. 

김종철(金鐘喆) *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계급은 병장, 군번은 3700295번, 주소는 

강상면, 대침투 때, 1953년 11월 6일 6사단에서 전사하였다. 

김춘수 

광산인, 김영민 장남, 육군, 계급은 하사, 1951년 06월 04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화양2리 15, 친권자 임복애 . 

김춘수(金春洙) •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2연대, 계급은 이 병, 군번은 2502933번, 주소는 

강상면 화양리 15번지, 6.25 참전 중 1950년 8월 8일 전사하였다. ※ 아래와 

동일인 

김훈수(金春洙)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2연대, 하사관으로 계급은 하사, 군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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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933번, 주소는 강상면, 6.25 참전, 1950년 8월 7일 전사하였다. 

김훈현 

김재성 장남,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강상변 화 

양2리 200, 친권자 김재성. ※ 아래와 동일인 

김훈현(金春鉉) • 

육군, 소속부대는 제 11사단 13연대,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6608번, 주소는 

강상면, 6.25 참전, 1951년 2월 3일 13교대에서 전사하였다. 

김칠성(金七星) • 

김해인, 김장성 차남, 김칠석의 弟,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9월 16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병산2리661, 친권자 김칠석 

71.§.AI 
C그 C그 -「

김해인,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10월 03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대석2리 

123, 친권자 이순분. ※ 아래와 동일인 

김릉식(金興植)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0연대, 하사관으로 계급은 하사, 군번은 

0180264번, 주소는 강상연 대석 리 123번지, 6.25 참전, 1951년 10월 3일 양 

구지역에서 전사하였다. 

박만선(朴만선)-이 

박숭복의 아들, 육군, 6.25참전 전사, 강상면 송학리 

박전수(朴天壽)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5381 번, 강상 

면 대석2리, 6.25 참전, 1950년 12월 1일 13교육대에서 전사하였다. 

신대막(辛大莫) 

영산인,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1792 

번, 주소는 강상면, 6.25 참전, 1951년 1월 1일 13교육대에서 전사하였다. 

신대한(辛大漢)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5월 16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송학리852, 친권 

자강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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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교(辛相敎) 규X 

영산인,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9월 28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송학리 

828, 친권자 신석한. 

신연선(申淵善)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계급은 일병 , 군번은 0247502번, 강상면, 

1932년 8월 15일 출생 6.25 참전. 1951년 4월 23일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 

전사하였다. 

신용균. 

평산인, 신원하 장남,육군, 계급은 이 병, 1951년 08월 20일 전사, 주소는 강 

상면 세월리595, 친권자 박유석 

신윤흐|(신윤희) 

니]榮땐의 장냥,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2연대, 계급은 일병, 군번은 

324847번, 주소는 강상변 화양1 리, 6.25 참전, 1951년 1월 10일 전사하였다. 

심기섭 • 

육군, 계급은 일병, 1952년 10월 11 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세윌리36, 친권 

자 심상구 

안봉수. 

육군, 계급은 상병, 1950년 09월 05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세윌리36, 친권 

자 최명윤. 

유귀현(柳貴鉉)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8병기대, 계급은 상병, 군번은 2104190번, 주소 

는 강상면, 1931년 9월 17일 출생 , 6.25 참전, 1951년 9월 23일 전사하였다 

유제인(柳濟仁) • 

유풍현의 장남,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3월 17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송학리 242‘ 

유준성(劉짧成) •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7사단,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58602번, 주소는 

강상면, 1921년 5월 6일 출생, 6.25 참전, 1951년1월 23일 영월지역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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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다. 

유지절(柳知喆) • 

문화인, 유응렬의 차남,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11월 06일 전사, 강상면 

대석리276, 친권자 유응렬. ※아래와 동일인 

유지절(柳志哲)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2연대, 계급은 일병, 군번은 3700275번, 주소는 

강상면 대석리276번지, 6.25 참전 중 1950년 11월 6일 동두천지역에서 전사 

하였다. 

윤교성(尹敎成) *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1연대, 계급은 일병, 군번은 1110757번 , 주소는 

강상면, 1929년 6월 21 일 출생, 창군기, 1950년 1월 15일 전사하였다. 

윤교숙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m월 01 일 전사, 계급은 강상변 화양리382, 친권 

자 유언수. ※아래와 동일인 

윤교숙(尹敎!'()±淑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0326814, 주소는 

강상변 화양리382, 6.25 참전, 1951년 1월 1일 13교육대에서 전사하였다 

이건팔(이건팔)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11월 11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대석 리 273, 친권 

자 이동희. ※ 아래와 동일인 

이건필(李建!\) ~ 

전주인, 이덕수의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훈, 사병, 계급은 이병 , 

0240432, 주소는 강상면 대석2리 273번지, 6.25 참전 중 1951년 2월 11 일 

전사하였다. 

이구택(이구택) -이 

원주인, 이무경의 차남, 강상면 대석 1 리, 6.25 참전 전사망‘ 

이근전(李根天) • 

육군, 일병, 1951 년 m월 m일 전사, 주소는 강산면 송학리541, 친권자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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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이기삼(李起三) • 

육군, 이병, 1966년 전사, 주소는 강상면 세월리499, 친권자 이상우. 

이만복 

육군, 병장, 1953년 10월 11 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대석 1리 167, 친권자 이 

유달‘ ※ 아래와 동일인 

이만복(이만복) * • 
전주인, 이유달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대, 사병, 계급은 

일벙, 군번은 247427번, 주소는 강상면 대석 1리 167, 1928년 03월 17일생, 대 

침투, 1953년 10월 12일 강원도 금화전투에서 전사. 

이복산(이복산) -이 

전주인, 강상면 대석 1리, 6.25 참전, 

이용우(李鳳雨) 

전주인, 이종학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745번, 주소는 강상면 대석 1리, 1933년 4월 22일생, 6.25 

참전, 1951년 6월 6일 전사. 

이봉훈(이봉훈)-이 

전주인, 강상면 대석 1 리, 6.25 참전, 전사 

이상규(李相珪)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8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600976, 주소 

는 강상면, 6.25 참전, 1951년 05월 16일 홍천에서 전사. 

이상팔(이상팔) 

육군, 계급은 병장, 1950년 11월 06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대석리268, 친권 

자 이기택, ※ 아래와 동일인 

이상팔(李相/\.)~ 

성주인,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3700284번, 주소는 강상면 대석2리, 1930년 03월 10일생 , 6.25 참전, 1950년 

11월 06일 6사단에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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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李뿔基) • 

육군, 계급은 일병, 1954년 11월 11 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송학리742, 친권 

자유홍순, 

이수경(李壽慶)± • 

육군, 계급은 병장, 1951년 06월 10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대석2리 162, 친 

권자 이종익 . 

이수경(李守敬)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36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215345번, 

주소는 강상면 대 석 리 6.25 참전 1951년 06월 07일 전사 

이용갑(李用甲)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815번, 주소는 

강상면, 6.25 참전, 1951년 08월 10일 전사. ※ 아래와 동일인 

이용수(李用守)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815번, 주 

소는 강상면, 6.25 참전, 1951년 08월 14일 전사. 

이용우(李用宇) ±. 
전주인, 이윤오의 장남,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8월 14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대석2리 289, 친권자 이학성 , ※ 우|와 동일인 

이원택(李元澤) • 

원주인, 이무경의 3남, 육군, 5사단, 계급은 상병, 1951년 06월 10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대석 1리 176 친권자 이일배. ※ 아래와 동일인 

이원택(이원택) 

원주인, 이무경의 3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 

은 251168번, 주소는 강상면 부석, 6.25 참전, 1951월 06월 10일 강원도 인 

제지역에서 전λ}. 

이윤하(李允夏) • 

전주인, 육군, 계급은 일병, 1953년 m월 10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대석2리 

286, 친권자 이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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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범(李仁範) • 

육군, 계급은 하사, 1952년 08월 27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대석리90, 친권 

자 구연렬. ※ 아애와 동일인 

이인범(이인범) 

이계창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기타, 계급은 일중, 군번은 

3700291 번, 주소는 강상면 대석리90번지, 1925년 03월 07일생, 6.25 참전, 

1952년 08월 26일 강원도 금성천동에서 전사. 

이창렬(이창렬) 

육군, 계급은 하사, 1953년 06월 27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세월리 150, 친권 

자 김간난. ※ 마래와 동일인 

이창열(李昌烈) •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2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162316번, 주소는 

강상변 세월리 150, 1932년 09월 12일생, 6.25 참전, 1953년 06월 28일 12연 

대에서 전λ}. 

이전석(李千石)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5연대,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47598번, 주 

소는 강상면, 1930년 12월 30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15일 전사 

입영재(任永宰) ± --

육군, 풍천인, 임호성의 장남, 계급은 병장, 주소는 강상변 세월리36번지, 

6.25참정, 1952년 8월 3일 전사. 

장영상(장영상)* 

육군, 일병, 1953년 12월 21 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교평리 149, 친권자 김채 

례. ※아래와 동일인 

장영상(張英相) • 

장영철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2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1791번 , 주소는 강상면 교평2리, 6.25 참전, 1951년 01월 01 일 2사단에서 

전사. 

장영상(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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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육군직할, 사병, 일병, 군번 326840, 강상 교평리, 6.25 참전, 1951년 

m월 20일 전사 

정영태(鄭永泰)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훈,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25380번 , 주 

소는 강상변, 6.25 참전 중 1951년 m월 02일 제 1훈에서 전사. 

조복소| (趙復옳lj)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1790번, 

주소는 강상면, 6.25 참전, 1951년 01월 01 일 131연대에서 전사. 

지춘옥(뼈春tx)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709 

번, 주소는 강상면, 1924년 05월 13일생, 6.25 참전, 1951년 10월 13일 전사 

최 장돈(崔長數) *-이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1815 

번, 주소는 강상면, 창군기, 1950년 01월 30,일 13교육대에서 전사. 

최장은(崔長짧) ± • 

최홍돌의 장남, 육군, 계급은 일병, 6.25 참전, 1951년 m월 m일 전사, 주소 

는 강상면 신화2리 185, 친권자 정멸금 

한석주 

육군, 계급은 일병, 6.25 참전, 1951년 03월 17일 전사, 주소는 강상면 병산 

리961, 친권자 한봉화. 

한석주(韓錫柱) • 

한봉화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5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670번, 주소는 강상면 병산2리 961, 6.25 참전, 1951년 03월 17일 5연대 

에서 전사망 

흥달복- <l 

육군, 6.25 참전, 강상면 교평 l 리,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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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면 전사자 

김기준(金基慶) -- ±짧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5사단,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149992번, 

주소는 강하면, 1925년 11월 28일생, 6.25 참전, 1951년 10월 03일 전사망. 

김기창(金基昌)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21 연대, 사벙,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469번, 

주소는 강하면, 1924년 11월 23일생, 6.25 참전, 1951년 10월 09일 전사망. 

김기택(金基澤) 

안산인, 金興燮의 4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21 연대, 사병, 계급은 이 

병, 군번은 0247602번, 주소는 강하면 항금리, 6.25 참전, 1951년 05월 m일 

전사망. 

김기택(金基澤)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2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652번, 

주소는 강하면, 6.25 참전, 1951년 09월 13일 전사망. 

김유길(김유길)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전 중 1952년 10월 07일 전사망, 주소는 강하면 

전수1 리, 친권자 이용애. ※ 아래와 동일인 

김유길(金格吉) • 

청풍인, 김철식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5연대, 하사관, 계급은 

일등상사, 군번은 5703394번, 주소는 강하면 전수1 리, 6.25 참전, 1952년 10 

월 07일 15연대에서 전사망 

문종기(문종기) 

육군, 계급은 상벙, 6.25참전 중 1951년 08월 22일 전사망, 주소는 강하면 

동오l 리. ※ 아래와 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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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사단 36연대 , 사병, 계급은 

동오1 리, 6.25 참전, 1951년 08월 23 

일 

문종기(文鍾基) • 

남평인, 文멜 lit의 3남, 육군, 소속부대는 

병, 군번은 0347524번 , 주소는 

일 전사망. 

강하면 

강하 전사망, 주소는 

헌
 

무
 

a 
E 며

 
}l 헌

 
문
 

육군, 계 급은 병 장, 6.25 참전용사, 1950년 06월 25일 

변 동오1 리, 친권자 문인기 . ※ 아래와 동일인 

문현무(文鉉武) • 

남평인, 文'.ctr표의 장냥, 육군, 소속부대는 제 11사단 13연대, 하사관, 이 중, 

군번은 2503229번, 주소는 강하면 동오1 리, 193 1 년 09월 20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13연 대 에 서 

전사 

전사망. 

문헌봉(문봉헌 ) 

문용기의 아들, 육군, 계급은 하사, 6.25 참전용사, 1953년 05월 23일 

망. 주소는 강하면 동오1리 . ※ 아래와 동일인 

문헌봉(文鉉鳳)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36연대 , 계급은 일중, 군번은 0247543번 , 주소는 

강하면, 1931년 02월 20일생, 6.25 참전, 1953년 05월 22일 전사, 36연 대 . 

문헌수(문현수) 

강하 육군, 계급은 일병 , 6.25 참전용사, 1951년 05월 16일 전사망, 주소는 

면 동오1 리, 친권자 김창옥. ※ 아래와 동일인 

문현수(文鉉壽) • 

남평인, 문중기의 차남,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통신교, 사병, 계급은 

병, 군번은 0337269번 , 주소는 캉하면 동오1리, 6.25 참전, 1951 년 05월 16 

일 통신교육대에서 전사망. 

민장수(閔長洙) 

일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3연대 ,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465번, 주 

소는 강하면, 1920년 08월 08일생 6.25 참전 1950년 08월 21 일 전사 

박규절(朴圭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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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742544번, 주 

소는 강하면, 6.25 참전용사, 1951년 10월 15일 전사망. 

송문화(宋文擇)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21 연대, 하사관, 이중, 군번은 9364971 번, 주소는 

강하면, 1931년 04월 26일 생, 6.25 참전, 1953년 07월 17일 전사망. 

신남진(辛南鎭)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1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359번, 

주소는 강하면 동오1리,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1연대에서 전사망. 

※아래와 동일인 

신남진(신남진)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제 1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1110723번, 

주소는 강하면 동오, 창군기, 1949년 12월 m일 사망. 

신 00(신。 0 )-이 

선억의 형, 강하면 전수3리, 신선억씨에 문의 

신정교(신정교)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정 중 1950년 06월 25일 전사망, 주소는 강하면 

동오2리, 신태진 

신한식(申漢植)-이 

고령인, 6.25 참전, 강하면 전수리. 전사 

심혁근(沈敵根)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2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1284번, 

주소는 강하면 항금리, 6.25 참전, 1951년 09월 13일 전사망. 

용수근(龍수根)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 하사관, 하사, 군번은 5501710번, 주소 

는 강하면 왕창리, 6.25 참전, 1950년 08월 24일 전사망. 

유인한(柳寅輪) * 
유필수의 3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3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 

은 0322803번, 주소는 강하면 성덕 1리, 창군기, 31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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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수(柳寅輪)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3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803번, 

주소는 강하면, 6.25 참전, 1951년 07월 01일 31연대에서 전사망. 

유인흥(柳寅弘)±供 • 

문화인, 육군, 계급은 일병, 1953년 04월 09일 전사망, 주소는 강하면 성덕2 

리, 유덕희 

유종삼(쩔l宗三) 

劉德흉흉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27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 

은 0247479번, 주소는 강하면 왕창2리, 6.25 참전, 1952년 02월 14일 전사 

망. 

유준성(유준성)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1951년 01월 23일 전사망, 주소는 강하면 왕 

창2리, 최순홍 ※아래와 동일인 

유준성(劉짧成) • 劉俊成(강상면)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8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58602번, 주 

소는 강하면, 6.25 참전 중 1951년 m월 03일 전사. 

윤금영(윤금열)-이 

해평인, 강하면 성덕 1 리, 윤의영의 제, 6. 25 참전, 전사 

윤지영(尹智榮) 

파평인,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2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3698번, 주소는 강하면 동오l리, 6.25 참전, 1951년 09월 13일 인제지구 

에서 전사망 

윤태묵(尹泰默) 

파평인,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0연대,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0180675번, 주소는 강하면 동오2리, 6.25 참전 중 1951년 05월 01 일 10연대 

에서 전사망, 

윤태흑(尹泰或)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5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등상사, 군번은 1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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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주소는 강하면, 1930년 09월 21 일생, 6.25 참전 중 1950년 09월 06일 영 

천에서 전사. 

이근석(李根錫) 

전주인, 이갑석의 동생, 육군, 계급은 하사, 6.25참전 중 1951 년 사망, 주소 

는 강하면 전수2리, 신 씨 

이대규(李大圭) • 

전주인, 이금학의 장남,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정 중 1951년 08월 20일 

전사,주소는 강하면 동오1리 

이만성(이만성) 

육군, 계 급은 일 뱅 ' 6.26참전 중 1951년 06월 08일 전사망, 강하면 전수리 , 

이환갑 ※아래와 동일인 

이만성(李萬成) • 

경주인, 이환갑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801 번, 주소는 강하면, 1932년 07월 15일생, 6.25 참전 중 

1951년 06월 08일 전사망. 

이수근(이수근) 

육군, 육군직할 의병,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5500710번, 주소는 강하면, 

6.25 참전 중 1950년 08월 24일 전사망. 

이영현(李永賢)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313 

번, 주소는 강하면, 6.25 참전 중- 1952년 12월 28일 13교육대에서 전사. 

이운영(이운영) 

이근영의 차남, 육군, 계급은 병장, 1952년 06월 24일 전사, 주소는 강하면 

전수1리, 이근영 ※ 아래와 동일인 

이운영(李좋榮)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병장, 군번은 0251689번, 주 

소는 강하면, 1926년 06월 15일생, 6.25 참전 중 1951년 02월 22일 8사단에 

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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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李仁洙) 

전주인, 李웰깐의 3냥, 육군, 소속부대는 11사단 20연대,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9708409번, 주소는 강하면 항금리, 6.25 참전 중 1950년 09월 06일 

20연대에서 사망. 

이종관(李鍾寬)-이 

전주인, 이의재의 독자, 강하면 항금리, 6.25 참전, 전사 

이종전(이종선) 

육군, 계급은 상병, 1953년 07월 25일 전사, 주소는 강하면 항금리, 조애기 

※아래와 동일인 

이종전(李鍾千) • 

전주인, 李允在의 차냥,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21 연대, 사병, 계급은 상 

병, 군번은 9360571 번, 주소는 강하면 항금리, 1930년 05월 05일생, 6.25 참 

전 중 1953년 07월 25일 21연대에서 사망. ※아래와 동일인 

이종천(李鍾千)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21 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60571 번, 

주소는 강하면, 1930년 05월 05일생, 6.25 참전 중 1953년 07월 21 일 전사. 

이주봉(李柱鳳)-이 

광주인, 이선영의 장남, 주식의 형, 강하면 

이주한(이주한) 

육군, 계급은 상병, 6.25 참전 중 1950년 06월 25일 전사망, 주소는 강하면 

황금리 ※아래와 동일인 

이주한(李柱完) --
광주인, 李l함永의 3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 11사단 13연대, 사병, 계급은 병 

장, 군번은 2503228번, 주소는 강하면, 6.25 참전 중 1950년 06월 25일 전사 

이중훈(李中薰) 

전주인, 이근철의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 하사관, 계급은 

이등중사, 군번은 0247660번, 주소는 강하면 성덕2리, 6.25 참전 중 1953년 

07월 24일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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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복(林相福) • 

육군, 계급은 상병, 6.25 참전 중 1953년 06월 14일 전사, 주소는 강하면 동 

오1 리, 이귀남 

조한식(조한식) 

육군, 계급은 일병, 6.25 참전 중 1951년 08월 30일 전사, 주소는 강하면 전 

수1리, 조삼복 ※아래와 동일인 

조한식(曺漢植) • 

창녕인, 조삼복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0247747번, 주소는 강하면 전수1 리, 1933년 04월 28일생, 6.25 

참전 중 1951년 08월 30일 기갑연대에서 전사. 

주문엽(朱文輝)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21 연대, 계급은 일등중사, 군번은 9364971 번, 주 

소는 강하면, 6.25 참전 중 1953년 07월 17일 김 화 지 구에 서 전사망 

지경고(池경교) 

지 고두쇠 의 장남, 병 급?, 6.25 참전, 1951년 07월 07일 전사, 주소는 강하면 

운심2리. 

지석환(뼈哲像)± 뼈哲燦 --
육군, 계급은 하사, 6.25 참전 중 1953년 07월 17일 전사망, 주소는 강하면 

운심2리 , 염씨. 

최봉근(崔鳳根) --
경주인, 육군, 계급은 이등병, 6.25 참전 중 1951년 05월 16일 전사, 주소는 

강하면 전수1 리, 친권자 장조카 최명철 

최성일(초|성일) 

육군, 계급은 일 병, 6.25참전 중 1953년 03월 25일 전사, 주소는 강하면 성 

덕2리, 친권자 이부홍. ※아래와 동일인 

최성일(崔成一) • 

삭녕인, 최치삼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30연대, 사병, 계급은 일 

등병, 군번은 0324252번, 주소는 강하면, 6.25 참전 중 1950년 09월 28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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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에서 전사망 

추용옥(秋龍玉) • 

秋股시}의 차남, 아들이 추단성, 육군, 계급은 상병, 6.25 참전 중 1953년 08 

월 06일 전사, 주소는 강하면 전수2리, 친권자 김섭섭. 

한문수(한문수)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8월 30일 전사, 주소는 강하면 운심리, 친권자 

한명석. ※아래와 동일인 

한문수(韓文洙) • 

*않炳錫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3연대, 사병, 계급은 일동병, 군 

번은 0247656번, 주소는 강하면 운심2리, 1931년 04월 28일생, 6.25 참전 중 

1951년 08월 21 일 3연 대 에 서 전사. 

한은수(韓股洙) 

韓柱錫의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5경비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99131 번, 주소는 강하면 운심2리, 1925년 04월 19일생, 6.25 참전 

중 1952년 02월 07일 전사망. 

한인수(韓仁洙)-이 

한주석 의 3남, 6.25 참전, 강하면 운심2리, 전사자 

허 용(許짧) 

육군, 소속부대는 제11사단 9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358번, 

주소는 강하면 전수3리, 6.25 참전 중 1950년 06월 25일 20연대에서 전사. 

흥순용(향淳龍)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29연대,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9378954번, 

주소는 강하면, 6.25 참전 중 1953년 06월 06일 전사 

- 364 -



제2편 한국전쟁과 양평의 인적 피해 

개군면 전사자 

김건중(金建中) • 

육군, 계급은 하사, 6.25참전 중 1950년 11월 24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내리336, 친권자 김용성. 

김경식(金慶植)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1년 09월 14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공세리239, 친권자 김경무. 

김동욱(金東旭) • 

경주인, 김 이제의 3남, 육군, 계급은 병장, 6.25참전 중 1953년 08월 14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하자포292 

김봉수(金奉壽)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0년 06월 25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상자포417, 친권자 김충길. 

김수동(金壽東) --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개군면 불곡리28, 친권자 김용길. 

김용길(金容吉) 

광산인,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전 중 1951년 10월 17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자연리, 김용완의 弟.

김용옥(金龍玉)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0년 07월 03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내리, 친권자 남순원 

김은수(金銀洙)± • 

김해인, 김종문의 장남,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개군연 상자포416, 모친 

김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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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찬(金益贊) •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전 중 1955년 ‘ 09월 20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공세리332, 친권자 김학희 

남기호(南基虎) --
육군, 계급은 병장, 6.25참전 중 1953년 06월 12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부1 리, 친권자 남도현. 

남상덕 (南相德)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1 년 02월 04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부1리 412, 친권자 남상근. 

남상혁(南相鏡)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1 년 12월 05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부1리 41 2, 친권자 조 씨. 

노장복(盧長福) • 

육군, 계급은 상병 , 주소는 개군면 내리227, 친권자 노재길 . 

문기용(文起用) •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전 중 1950년 08월 m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앙덕리 27, 친권자 문순근, 

민영태(閔英太)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1년 05월 18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공세리 236, 친권자 민중식. 

박광문(朴光文) •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개군면 계전리506, 친권자 박사일. 

박광이(朴光伊)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3년 01월 24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내리 359, 친권자 박광일. 

박광절(朴光哲) • 

육군, 계급은 상병, 6 .25참전 중 1951년 10월 23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상자포리 , 친권자 박광범의 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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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질(朴光七) --
박치성의 了,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개군면 불곡리 15, 친권자 박치성. 

박광혁(朴光椰)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1 년 10월 18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상자포리, 박광건의 동생. 

박치용(朴致龍) •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개군면 상자포리325, 박치삼의 형. 

변경흐|(邊慶熙)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1년 11월 25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하자포리235, 친권자 변경용. 

변용기(邊龍基) • 

육군, 계급은 이 병, 6.25참전 중 1952년 10월 02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계전리559, 친권자 변복수. 

변전옥(邊千玉) • 

육군, 계급은 하사, 6.25참전 중 1953년 06월 12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하자포273, 친권자 부인 박종례. 

서재성(徐載星) • 

서승돌 3남,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개군변 하자포리290, 친권자 서재 
。

τ!:" . 

승대헌(송대현)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개군면 부1리 63, 친권자 이가애. 

윤교설(尹敎I홉) •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개군면 불곡리49, 친권자 윤수봉. 

윤효상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전 중 1951년 10월 15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공세리96, 친권자 김의전. 

윤효상(尹孝相) --
육군, 제6사단 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742562번, 주소는 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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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1951 년 10월 15일 전사. 

이상남(이상남) 

육군, 계급은 하사, 6.25참전 중 1955년 04월 02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부리, 친권자 이석윤. 

이상범(李相範) •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전 중 1951년 09월 22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연 

주읍리, 친권자 이정순. 

이성옥(李成玉)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1년 02월 m일 잔사망, 주소는 개군면 

불곡리, 친권자 윤해선. 

이윤봉(李間奉) •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개군면 부1리 74, 친권자 이챙복. 

이정재(李定載) •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전 중 1951년 01월 15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상자포184, 이재철의 동생 . 

이정훈(李丁薰) 

전주인,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전 중 1951년 04월 25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내리245, 친권자 유기례. 

이종하(李鍾華) .±화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전 중 1951년 08월 02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공세 리96, 친권자 이 인용 

이지곤(李志坤)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1년 02월 m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부1리 442, 친권자 이병희 . 

이찬열(李贊烈) •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전 중 1956~. 03. 15. 주소는 개군면 내리275, 친 

권자 이순양. 

임경주(林慶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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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1년 07월 06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하자포2리, 친권자 임수동. 

조성만(조성만)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1년 10월 27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양덕리, 조성대. ※아래와 동일인 

조성만(趙成萬) 

육군, 제7사단8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60808.5번, 주소는 개군면, 

1926년 02월 16일생, 6.25 참전, 1951년 10월 27일 8연대에서 전사망. 

조영복(趙英福)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0년 06월 20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양덕리31, 친권자 정명옥. 

한우석(韓祐錫)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1 년 01월 m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앙덕 리 31, 친권자 한화자, 

한종근(韓鍾根) --
육군, 계급은 이병, 주소는 개군면 계전리462, 친권자 한순용. 

한절르|(韓哲熙) --
육군, 계급은 이병, 6.25참전 중 1951년 04월 15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향리, 친권자 한연홍. 

황순근(韓淳根)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1년 09월 08일 전사망, 주소는 개군면 

내 리 272, 친권자 황운선. 

황순용(黃淳龍) •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전 중 1951년 09월 15일 주소는 개군면 내리336, 

친권자 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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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면 전사자 

권태열(權泰烈) • 

육군, 계급은 하사, 6.25참전 중 1951년 04월 23일 전사망. 단월변 보룡리, 

친권자 이명희. 

남궁준(南宮埈) 

육군, 징용, 6.25 참전, 1951년 10월 17일 전사 단월연 봉상리65, 친권자 

최옥녀 

김기형(金基衝) • 

육군, 계급은 병장, 6.25참전 중 1952년 06월 25일 전사망, 단월면 봉산리 

263, 친권자 강숙경. 

김범식(김범식)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전 중 1951년 09월 16일 전사망, 단월면 명성리 

580, 친권자 송봉희. ※아래와 동일인 

김범식(金範植) • 

안동인, 김태순의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6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247464번, 주소는 단월면 명성2리, 1924년 11월 09일생, 6.25 

참전, 1951년 09월 16일 노평854고지에서 전사망 부인 宋鳳姬, 용문면 다 

문리629-5. 

김영섭(김영섭) 

육군, 계급은 일병, 6.25 참전 중 1951년 02월 20일 전사망, 단월면 덕수리 

98, 친권자 김순천, ※아래와 동일인 

김영섭(金永燮) •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8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79떠595번, 주 

소는 단월, 6.25 참전, 1951 년 08월 20일 8연대에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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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金龍俊)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4838번, 

주소는 마달(?), 1923년 11월 11 일생, 6.25 참전 중 1951년 09월 17일 전사 

망 

김용해(金龍海)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9사단, 하사관, 계급은 이 중, 군번은 0251385번, 

주소는 서면(?), 1931년 09월 10일생, 6.25 참전, 1953년 m월 10일 전사. 

김인환(金寅燦) •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전 중 1953년 06월 08일 전사망, 단월면 봉상리 

79, 친권자 김동수, 

김일호|(金日會) • 

안동인, 金百패의 장남, 육군, 계급은 하사, 1953년 07월 13일 전사망, 주소 

는 단월면 향소2리 200 . 

김재수(金在洙) •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1년 10월 18일 전사망, 주소는 단원면 

보룡리 341, 친권자 강천순 

김정경(金正慶) • 

육군, 계급은 일병, 6.25동란 중 1951년 02월 04일 전사망, 주소는 단월면 

덕수리 275, 친권자 김금용‘ 

김정하(金正夏)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8655 

번, 주소는 단월면, 6.25 참전 중 1951년 02월 04일 13교육대에서 전사망. 

김진현(金振現)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36연 대 ,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244636번, 

주소는 단월면, 1932년 12월 12일생, 6.25 참전, 1951년 10월 02일 전사망. 

김태하(金泰河)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7101164번, 주 

소는 단월면 향소1리 531 번지, 6.25 참전, 1951년 m월 02일 5사단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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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친권자 박홍신. 

김하형(金夏衝) 

육군, 소속부대는 제 11사단 13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2502938 

번, 주소는 단월면, 1928년 08월 15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13연 

대에서 전사망. 

김호석(金鎬觸)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5647번, 주 

소는 단월면, 1930년 12월 30일생, 6.25 참전, 1951년 11월 09일 전사망 

박기연(朴향連)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하사관, 계급은 이둥중사, 군번은 2200845번, 주 

소는 매곡, 1928년 04월 27일생, 6.25 참전 중 1950년 10월 20일 8사단에서 

전사망. 

박배호(朴培짧)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4863번, 

주소는 단월면, 1930년 08월 24일생, 6.25 참전, 1951년 09월 17일 전사망 

박부한= 土朴富元 • 

육군, 계급은 병장, 6.25참전, 1951년 09월 02일 전사망, 주소는 단월면 부 

안리 15번지, 친권자 박태복. 

박성열(박성열)-이 

반남인, 단월면 석산1 리, 6.25 참전, 전사 

박수석(朴壽石)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361 번 , 

주소는 단월면, 6.25 참전, 1951 년 01월 20일 3교육대에서 전사망. 

박수절(朴壽喆) * --
밀양인,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1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244826번, 

주소는 단월면 석산1 리, 군번은 1925년 12월 01 일생, 대침투, 1953년 09월 

14일 제3이동외과병원에서 사망. 

박용운(박용운) 

- 372 -



제2편 한국전쟁과 양평의 인적 피해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중 1951년 m월 29일 전사망, 주소는 단월면 

보룡2리 503번지, 친권자 박용진. ※아래와 동일인 

박용운(朴짧쫓) • 

朴꺼;i김t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2훈,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5471 번, 주소는 단월면 보룡2리503번지, 6.25 참전 중 1951년 02월 29일 

제2훈련소에서 사망. 

박용호(박용호) 

무안인, 朴벚깐의 차남, 육군, 계급은 상병, 6.25참전 중 1951. 02. 26. 단월 

변 보룡리, 친권자 박경재. ※아래와 동일인 

박용호(朴鎔浩) • 

무안인, 朴벚在의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7사단, 장교, 계급은 대 

위, 군번은 200903번, 주소는 단월면 보룡2리, 6.25 참전, 1951년 02월 12일 

전사망. 

박우절(박우절) 

육군, 계급은 병장, 6.25참전 중 1952년 09월 14일 전사망. 주소는 단월면 

봉상리383, 친권자 박정숙. 

박희윤(朴熙允)-이 

무안인, 상병, 6.25 참전, 전사, 단월면 보룡2리 

방승헌(方昇鉉) 

方培慶의 3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1802번, 주소는 단월면 향소리, 6.25 참전, 1951년 m월 04일 5사단에서 

전사망. 

방정현(方鼎鉉) 

}j培根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 

은 0600258번, 주소는 단월면 ' 1930년 m월 20일생, 6.25 참전, 1951년 01 

월 04일 5사단에서 전사망. 

서건택(徐建澤) • 

이천인, 徐才鳳의 아들,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28연대, 하사관, 계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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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군번은 9351655번, 주소는 단월면 삼가리, 1925년 11월 14일생, 6.25 

참전, 1953년 01월 25일 전사망. 

서만원(서만원)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제2훈련,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244841 

번, 주소는 단월면 석산리, 1922년 04월 10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20 

일 전사. 

서운택(서운택) 

육군, 계급은 상병, 6.25 참전, 1953년 01월 18일 전사, 주소는 단월면 삼가 

리 227, 친권자 아들 서성국. 

서정렬(徐正烈)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28연대, 사병, 계급은 이 병, 군번은 0245343번, 

주소는 단월월, 1924년 03월 27일생, 6.25 참전, 1951년 05월 21일 전사. 

송재식(宋在植)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2훈,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209443번, 주 

소는 단월면 명성2리, 6.25 참전, 1950년 10월 03일 7사단에서 전사. 

신정교(辛正敎)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30719 

번, 주소는 단월면, 6.25 참전, 1950년 12월 25일 13교육대에서 전사 

신창수(申昌秀) •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5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등중사(병장?), 군번은 

0244676(244646) 번, 주소는 단월면 부안리474번지, 1931년 12월 27일생, 

6.25 참전, 1951년 04월 24일 (1951,06,01) 강원도 인제지구에서 전사. 

신학형(辛學亨)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3700187번, 주소는 

단월면 산원, 1921년 01월 15일생, 창군기, 1950년 m월 30일 (1950,07,1이 음 

성지구에서 전사. 

심일름(沈日歡)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27연대 ,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1999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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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서 종면 서 정 (?), 6.25, 1951년 07월 14일 전사, 

안상갑(安相甲) * • 
육군, 계급은 하사, 1959년 08월 22일 전사, 주소는 단월면 덕수리453, 친권 

자 안승복. 

안정옥(안정옥)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6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47489번, 주 

소는 단월면 산음1리, 상석, 1922년 04월 05일생, 6.25 참전, 1951년 09월 

16일 894고지 에 서 전사. 

양봉숙(양봉숙) • 

남원인, 양승진의 자, 육군, 계급은 일병, 6.25 참전, 1950년 06월 23일 전 

사, 주소는 단월변 부안리370, 친권자 양승진 

양영석(梁永觸)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1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등중사, 군번은 

0244865번, 주소는 단월면, 6.25 참전, 1952년 10월 10일 전사. 

양윤모(양윤모) *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5사단, 사병, 제급은 일병, 군번은 0343030번, 주 

소는 단월 면, 창군기 , 19500623, 5사단, 

양재도(양재도)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7800052번, 주소는 

단월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윤태영(尹泰榮) * • 
육군, 상병, 1957. 05. 27. 단월면 산음2리 19, 친권자 윤희성. 

이강모(李康模)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 할 16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 병, 군번은 0324027 

번, 주소는 단월면, 6.25 참전, 1951년 02월 14일 16교육대에서 전사. 

이경배(李敬培)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2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35128 

번, 주소는 단월면, 6.25 참전, 1951년 02월 04일 12교육대에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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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급용(李今龍) ±用 •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32연대,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0182292번 , 

주소는 단월면, 1925년 11월 29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28일 전사. 

이대규(李大奎)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36연대,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47330번, 

사하, 1932년 06월 10일생, 6.25 참전, 1951년 08월 20일 전사. 

이명노(李明훌)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31512번, 주 

소는 단월면, 6.25 참전, 1950년 12월 25일 8사단에서 전사. 

이병근(李炳根) 

육군, 계급은 일병, 6.25 참전, 1950년 09월 20일 전사, 주소는 단월면 삼가 

리321 번지, 친권자 이재선. 

이병근(李炳根)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057 

번, 주소는 단월면, 6.25 참전, 1950년 09월 20일 13교육대에서 전사. 

이병모(미병오) 

육군, 계 급은 일 병 ' 6.25 참전, 1951년 09월 20일 전사, 주소는 단월 면 삼가 

리99, 친권자 송옥순. 

이상태(李相台)*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8육병,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1628 

번, 주소는 단월면, 대침투, 1953년 09월 18일, 18육군병원에서 사망. 

이연규(李運奎)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17연대,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2802207번 , 

주소는 단월면, 1929년 09월 29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17연대에 

서 전사. 

이용길(李龍吉)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35연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600729번, 서 

봉, 동노50, 19290921, 6.25, 19520517, 홍천 화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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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이용호) • 

육군, 병장, 1953년 06월 17일 전사. 주소는 단월면 부안리455, 친권자 문덕 

희. 

이윤흐|(李允熙) 

전주인, 李때n宣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수도사,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0244932번, 주소는 단월면 보룡1 리, 1 934년 07월 30일생, 6.25 

참전, 1951 년 10월 18일 전사. 

이종인(李鍾嚴)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 군번은 0323146번, 

주소는 서 종, 6.25 참전, 1951년 m윌 m일 전사, 18연대. 

미찬영(이찬영) 

육군, 계 급은 일 병, 6.25 참전, 1950년 03월 15일 전사, 주소는 단윌 연 덕 

수리 456, 친권자 이민복. 

이찬영(李짧永) *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5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162 

번, 주소는 단월면, 창군기, 1950년 03월 15일 전사, 153교육대 

이명범(이형범) 

육군, 계급은 일병, 6.25 참전, 1951 년 02월 13일 전사, 주소는 단월면 명성 

1리 114, 최태영 ※ 아래와 동일인 

이형범(李亨範)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817 

번, 주소는 단월면, 6.25 참전, 1951 년 02월 13일 13교육대에서 전사. 

임영채(任寧彩)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수도사,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1806308번, 

백 저 ' 6.25 참전, 1950년 07월 05일 전사, 수도사 

장만진(張萬鎭)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6연대, 사병, 계급은 일벙, 군맨은 0244656번, 

주소는 단월변, 1926년 06월 10일생, 6.25 참전, 1951 년 07월 09일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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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흐|(張在熙) 

張文道의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3700058번, 주소는 단월면 산음1 리, 6.25, 1950년 07월 13일 전사, 6사단, 

정대교(鄭大敎) • 

정광염의 차남, 육군, 계급은 일병, 6.25참전, 1951년 03월 29일 전사, 주소 

는 단윌면 향소리 285, 친권자 홍순화, 

정상교(鄭上敎) • 

정광염의 장남, 육군, 일병,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단월 

면 향소2리 285, 친권자 홍순화‘ ※ 아래와 동일인 

정상교(鄭上敎)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1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1109062번, 

주소는 단월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연대. 

정인구(정인구)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헌병사령,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5103176 

번, 주소는 옥천면 아신2구, 6.25 참전, 1950년 12월 01 일 전사. ※아래와 

동일인 

정인국(鄭寅國)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헌병사, 계급은 일중, 군번은 5107176번, 주소는 

단월면 산음1 리, 6.25 참전, 1951년 01월 01 일 전사, 헌병사. 

정종학(정종학) 

육군, 계급은 일 병 ' 6.25 참전, 1950년 12월 03일 전사, 주소는 단월변 명 성 

리57, 정씨 ※아래와 동일인 

정종학(鄭鍾學) • 

鄭文漢의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3사단 3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 

은 0322562번, 주소는 단월면, 6.25 참전, 1950년 12월 13일 전사, 3사단. 

정종학(鄭鍾學)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8650028번, 주 

소는 단월 면, 6.25 참전, 1950년 07월 10일 전사, 6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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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고(鄭太敎)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145번, 주 

소는 단월 면, 6.25 참전, 1951년 03월 29 전사, 수도사. 

조영환(趙榮燦) 

육군, 소속부대는 제 11사단 13연대, 계급은 일등중사, 군번은 2503217번, 주 

소는 단월면, 1930년 03월 10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3연 

대. 

조일호(趙日鎬) • 

평양인,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3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264번, 주소는 산음1 리, 6.25 참전, 1951년 05월 17일 전사 

채중석(蔡重錫) • 

채사평의 아들,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244866번, 주소는 단월연 산음l리 50, 1931년 06월 20일생, 6.25 참 

전, 1952년 01월 19일 전사 

채희복(蔡熙福)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2훈,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36302번, 주 

소는 단월면 봉상리 103번지,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2훈, 친권 

자 채장옥. 

최병복(崔秉福)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362번, 

주소는 단월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3교육대. 

최선안(崔先安) * • 
육군, 소속부대는 제 11사단 13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둥중사, 군번은 

1107706번, 서우, 창군기, 1949년 06월 07일 전사, 13연대. 

최영관(崔永寬)±永賢 --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3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3023번, 주 

소는 단월변 명성2리 39, 6.25 참전, 1952년 10월 03일 전사, 3연대. 부인 유 

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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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일(韓相一) • 

후파昇洙의 장남, 육군, 계급은 일병, 6.25 참전, 1951 년 06월 15일 전사, 주소 

는 단월면 향소1 리 639. 

한용식(韓龍植)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2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35940번, 

주소는 단월면, 6.25 참전, 1951년 03월 17일 전사, 2교육대. 

한원용(韓元龍)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포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30235번, 

주소는 단월면 향소l리 623번지, 6.25 참전, 1951년 12월 24일 전사, 13포대. 

허 근(許 根)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945 

변, 주소는 단월면, 6.25 참전, 1951년 01월 20일 전사, 13교육대 . 

허 한(허 한)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기타, 계급은 일중, 군번은 1108.581 번, 주소는 

양평 보천 광한, 6.25 참전, 1950년 10월 29일 전사 

현순성(현순성)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183861 번, 상 

면 풍리, 1930년 12월 21 일생, 6.25 참전, 1951년 04월 03일 전사, 광주 

- 380 -



제2편 한국전쟁과 양평의 인적 피해 

서종면 전사자 

강금식(姜金植) 

육군 병 장, 1952. 10. 11. 서종면 노문리98, 친권자 강원복. ※아래와 동일인 

강금식(姜金植) • 

씀fl‘| 人, 姜元福의 자,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29연 대 , 하사관, 계급은 이 

등상사, 군번은 2301555번, 주소는 서종면 노문리 갈문마을, 생년월일 1932 

년 01월 21 일, 참전 6.25, 사망 년월일 1952년 10월 12일 

강성룡(姜成龍) 

진주인, 강산호의 5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7연대 , 하사관, 계급은 하 

사, 군번은 1107744번 , 주소는 서종면 문호리,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7연 대 . 

강이영(康利永)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보병학교, 사벙, 계급은 일벙, 군번은 0322424 

번 , 주소는 서종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보병학교. 

구고식(具數植)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19연대,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47115번, 

주소는 서종면 수입리 6.25 참전 1951 년 03월 24일 전사. 

구자선(具짧先)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 사병, 계급은 일 병 , 군번은 0322314 

번, 주소는 서종, 6.25 참전, 1951 년 08월 23일 전사, 13교육대 

구자선(具滋先) 

능성인 , 구하경의 3납,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사병, 계급은 일 병 , 군번 

은 333279번, 주소는 서종면 도장리 , 6.25 참전, 195 1 년 02월 04일 전사, 

구자열(具鼓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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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YiJ\ 人, 具光f한 次男, 육군, 계급은 이 병, 1953년 04월 17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노문리569 섭도리, 아들 구본흥. 

구자윤(具鼓允)-이 

능성인, 구하경의 장남, 서종변 도장리, 6.25 참전, 전사자 

구장호|(구장호|)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9월 01 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문호리667, 친 

권자 구자운. ※ 아래와 동일인 

구장호|(具章會) • 

능성인, 구자용의 삼촌,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318번, 주소는 서종면 문호리4리, 6.25 참전, 1950년 09월 

m일 전사, 13교육대. 

길인성(吉仁成) • 정운면에 吉仁成 ? 

육군, 소속부대는 제3사단 23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245370번, 주소는 

세운-?, 1924년 09월 14일생, 6.25 참전, 1953년 06월 27일 전사. 

김경환(김경환) 

육군, 계급은 하사, 1952년 10월 08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문호리768, 백씨 

※ 아래와 동일인 

김경환(金慶煥) •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247754 

번, 주소는 서종면, 1928년 07월 13일생, 6.25 참전, 1952년 10월 08일 전사, 

기갑연. 

김기원(金基元)-이 

경주인, 金忠烈의 장납, 서종면 명달리, 6.25 참전, 전사 

김상토|(金相退) 

육군, 소속부대는 제3사단 23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0097번, 

양평 서종면, 6.25 참전, 1951년 07월 18일 전사. 

김성학(김성학)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5월 20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수능리392,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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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김양순 동생 김이성 

김성학(金成學) • 

김수동의 장남, 김이성의 형,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29연대, 사병, 계급 

은 일병, 군번은 0349871 번, 주소는 서 종면, 6.25 참전, 1951년 m월 29일 

전사, 29연대. 

김용식(金龍植) 

慶)‘|‘1 人, 金됨成의 長子,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일 

병, 군번은 0247665번, 주소는 서종면 수입리, 1932년 08월 16일생, 6.25 참 

전, 1951년 08월 11 일 전사. 

김인수(김인수)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삼회리450, 친 

권자 김기천. ※아래와 동일인 

김인수(金仁洙) •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l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1107693번, 

주소는 서종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연대 . 

김일성(金一成) = 김성학 

김수동의 장남, 동생 김이성,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7연대, 사병, 계급 

은 일병, 군번은 0348442번, 주소는 서종면 문호리, 6.25 참전, 1951년 05월 

20일 전사, 7연대, 

김정인(김정인)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9월 08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문호리, 친권자 

김준영. ※아래와 동일인 

김정인(金正仁) ±貞仁 •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3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38438번, 주 

소는 서 종면, 6.25 참전, 1950년 09월 08일 전사. 

김종율(金鍾律) 

육군, 제5사단 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5901 번, 주소는 서종면 

수능리, 6.25 참전, 1950년 08월 21 일 전사, 5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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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만(金짧萬)* 

김경빈의 3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30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 

번은 0250376번, 주소는 서종면 문호리, 1927년 06월 25일생, 대침투, 1954 

년 05월 18일 전사, 30연대. 

김준만(김준만)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322888번, 주소는 

서 종면, 6.25 참전, 1950년 09월 18일 전사. 

김진원(金振元) 

육군, 제5사단 35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99526번, 주소는 서종 

면, 6.25 참전, 1951년 09월 20일 전사. 

남상억(南相憶)-해병대 연 잠조 

효寧人, 南泰熙의 6남, 육군, 상병 ,19세, 강원도 고사 전사, 서종면 수입리 

거주 

문은복(文銀福)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938 

번, 주소는 서종면, 6.25 참전, 1951년 m월 30일 전사, 13교육대. 

박동빈(朴東械) 

고령인, 朴永善의 3남, 육군, 제8사단 21 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237379 

번, 주소는 서종변 정배리, 1931년 02월 26일생, 6.25 참전, 1952년 11월 05 

일 전사. 

박민오(朴훨죠)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제급은 일병, 군번은 0322319 

번, 주소는 서종면, 6.25 참전, 1951년 10월 22일 전사, 13교육대. 

박복남(박복남) 

육군, 계급은 일벙, 1951년 07월 24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삼회리467, 친 

권자 이해주, ※아래와 동일인 

박복남(朴福南)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1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상, 군번은 11077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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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서 종면, 6.25 참전, 1950년 07월 09일 전사, 

박옥산(朴玉山) 

박삼용의 3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752번, 주소는 성 종, 6.25 참전, 1952년 10월 08일 전사, 8사단 

박옥준(朴玉慶) • 

육군, 계급은 일 병, 1952년 10월 08일 전사, 주소는 서 종변 

박은석(박은석) 

육군, 계급은 하사, 1953년 07월 14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문호리392, 친권 

자 박점 진. ※아래와 동일인 

박은석(朴銀錫) • 

박점진의 양아들,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19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600257번, 주소는 서종면 문호리, 1927년 07월 

07월 16일 전사‘ 

12일생, 6.25 참전, 1953년 

박장흐|(박잠희)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7월 06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정배리 166, 박용 

※아래와 동일인 원 

박장희(朴章熙)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유대, 사병, 계급은 

번, 주소는 서 종면, 6.25 참전, 1950년 07월 06일 전사. 

박준희 (朴俊熙)-이 • 

일병 , 군번은 0322246 

고령 인, 朴元修의 4남, 서 종면 정 배 리 상촌, 6.25 참전, 전사 

박중열(박중열)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7월 09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도장리 128, 친권 

자 이수분. 

박치옥(朴致玉) *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4307 

전사, 13교육대. 번, 주소는 서종면, 창군기, 1950년 m월 20일 

박치욱(박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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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일병, 1951 년 10월 22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정배리 101 , 친권 

자 김용성. 

백선기(白뭘基)-이 • 

수원인, 백남두의 5남,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5월 17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문호3리 876, 친권자 백중현 향로봉전투서 전사 

백승곽(백승곽) 

육군, 계급은 상병, 1953년 04월 11 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수입리, 친권자 

민남이 . 

백승록(白承錄) 

육군, 소속부대는 제 15사단 50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0717 

번, 주소는 서종변, 1930년 09월 11 일생, 6.25 참전, 1953년 04월 11 일 전사. 

백승옥(白承훌) • 

수원인, 白才奉의 차남, 육군, 하사, 24세 전사, 6.25참전,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 

백승용(白承龍) • 

수원인, 백수현의 장남, 육군, 상병, 1951년 07월 10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문호4리553 , 친권자 이간난 ※아래와 동일인 

백승용(白承龍)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5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675번, 주 

소는 서종면, 1930년 08월 09일생, 6.25 참전, 1951년 07월 10일 전사. 

서병절(徐炳喆)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2연대 ,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169832번, 

주소는 서 종면, 6.25 참전, 1951년 09월 24일 전사. 

신동우(신동우)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4월 23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서후리80, 친권 

자 이남학 ※아래와 동일인 

신동우( 申同雨)±銀 • 

평산인, 신영우의 동생,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5연대, 사병, 계급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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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군번은 0247474번, 주소는 서종면 서후리, 1929년 09월 30일생, 6.25 참 

전, 1951년 04월 24일 전사. 

신두식(申斗植) 

신현갑의 子, 육군, 계급은 하사, 1951 년 09월 14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정배리379, 친권자 신유순. 

신두식(신두식)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247500번, 주소는 

서종면, 6.25 참전, 1951년 12월 25일 인제 지구에서 전사. 

신세범(뼈世範)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1월 30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서후리, 친권자 

김옥난. 

신수범(申壽範) • 

육군, 계급은 일병 , 1951년 01월 30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서후리 119, 친권 

자신용수. 

신수영(申壽英) • 

평산인, E~春用의 次子, 1932년 3월 12일생,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6연 

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777번, 주소는 서종변, 6.25 참전, 1951 

년 08월 13일 제3이동외과에서 사망 16연대. ※아래와 동일인 

신수용(신수용)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8월 13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수입리701, 친 

권자 신춘용 

신수용(申壽龍)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939 

번, 주소는 서종면, 6.25 참전, 1951년 01월 30일 전사, 13교육대. 

신정수(申貞洙) 

평산인, 신상근의 아들,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802번, 주소는 서종연 문호리, 6.25 참전, 1951년 10월 19 

일 오대산 전투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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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각(安秉표) • 

죽산인, 안봉승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315번 , 주소는 서종면 문호3리, 6.25 참전, 1950년 08월 

25일 전사, 13교육대. ※ 아래와 동일인 

안병각(安秉표).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8월 25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문호리 111, 친권 

자 권태복. 

안재선(安載善)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2훈,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164번, 주 

소는 서종면, 6.25 참전, 1951년 02월 31 일 전사, 2훈. 

양재절(양재절). 

양수봉의 子,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5월 17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정 

배리. 

오고식(吳敎植) • 

海fl‘IA, 吳雲京의 長子, 1926년 2월 13일 생, 육군, 계급은 일병, 6.25 참전, 

1951년 03월 24일 가평진구 전투에서 전사 주소는 서종면 수입리 

오교일(吳敎一)±日 

海fl‘IA, 吳雲京의 次子, 1929년 12월 25일생, 육군, 계급은 병장, 6.25 참전, 

1953년 07월 16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수입리 ※아래와 동일인 

오고차(吳敎日)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19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247715번, 주소는 

서종면 수입리, 6.25 참전, 1953년 07월 16일 전사, 금화 

유승호(柳昇浩)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17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1107764번, 주소는 

서종면, 1929년 04월 01 일생, 6.25 참전, 1951년 10월 18일 전사, 사단의무 

대. 

유진오(浩) 

육군, 계급은 하사, 1953년 07월 23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문호리378,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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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석문 ※아래와 동일인 

유진호(柳珍浩) • 

진주인, 유석문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 15사단 50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0686번, 주소는 서종면, 1930년 04월 07일생, 6.25 참전, 

1953년 07월 23일 전사, 고성. ※아래와 동일인 

유진호(빼珍浩)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9350686번, 주 

소는 서 종, 6.25 참전, 1952년 10월 10일 전사, 5사단. 

윤병훈(윤병훈)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10월 20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노문리609, 친권 

자 윤점동, ※아래와 동일인 

윤병훈(尹炳짧) • 

城츠fA, 尹古|司의 二男, 1930년 8월 6일생,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5육 
병,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405번, 주소는 서종면 노문리 동면, 6.25 

참전, 1951년 10월 20일 전사, 15육군병원. 

윤병훈(윤병훈)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 할,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327635번, 주소는 

서종면, 6.25 참전, 1951 년 08월 01 일 전사. 

이경복(노경복) 

육군, 상병, 1953년 06월 02일 전사, 주소는 서종연 노문리 ※아래와 동일 

인 

이경복(李景福) →본성은 盧景福

전주인, 이상용의 형, 육군, 소속부대는 제 15사단 39연대 ,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0627번, 주소는 서종면 노문리 벽계, 1931년 10월 08일 생, 

6.25 참전, 1953년 06월 02일 전사, 고성 . 

이규호(李奎浩) . -(?) 

육군, 계급은 일병, 1953년 08월 11 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노문리77, 박용 

스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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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안(李南安)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935 

번, 주소는 서종면, 6.25 참전, 1951년 m월 30일 전사, 13교육대 , 

이동명(李童明)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736번, 

주소는 서종면, 1926년 10월 15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17일 전사. 

이두호 (이두호)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7월 24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서후리 467, 친 

권자 장금례. ※아래와 동일인 

이두호(李斗浩)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030 

번, 주소는 서종면, 6.25 참전, 1951년 07월 24일 전사, 13교육대. 

이명노(李明흉) 

전의인,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28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17780번, 주소는 서종면 서후리, 6.25 참전, 1952년 12월 05일 전사, 28연 

대 

이병노(李秉흉)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322316번, 주소는 

서종면 서후리, 6.25 참전, 1950년 08월 29일 전사. 

이병덕(李秉德) --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47733번, 

주소는 서종면 삼회, 275, 1931년 02월 17일생, 6.25 참전, 1951년 08월 29 

일 전사, 인제. 

이병록(이병록) 

육군, 일병, 1952년 12월 05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서후리 311, 친권자 정 

태득. 

이병억(李秉慮)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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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주소는 서종면, 6.25 참전, 1951년 08월 29일 전사 

이병욱(李炳旭)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사단, 장교, 계급은 대위, 군번은 12347번, 주소 

는 서종면, 1925년 09월 20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이상복(이상복) 

육군, 계급은 병장, 1951년 10월 19일 전사, 주소는 서종연 수능리410, 친권 

자 어기순. ※아래와 동일인 

이상복(李相福) • 

전의인, 이호철의 장남, 이상기 형,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502908번, 주소는 서종면 수능리, 6.25 참전, 1951년 10월 19 

일 전사. 

이영호(이영호) 

육군, 하사, 1951년 o3월 18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수능리368, 친권자 백난 

춘 ※아래와 동일인 

이영호(李永浩) • 

이규산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5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2902272번, 주소는 서종면 수능리, 6.25 참전, 1951년 03월 18일 전사. 

이용길(이용길) 

육군, 일병, 1951년 02월 02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도장리50, 친권자 정양 

근. ※아래와 동일인 

이용길(李龍솜) • 

전주인, 이완식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322468번, 주소는 서종변 도장2리, 6.25 참전, 1951년 02월 20일 전사. 

이용호(李龍浩)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0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196593번, 

주소는 서종면, 1924년 12월 26일생, 6.25 참전, 1953년 06월 17일 전사. 

이우분(李愚分) 

품珍人, 李永和의 次男, 1926년 6월 26일생, 육군, 소속부대는 제 12사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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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0626번, 6.25참전, 인제지구 전투에서 

1953년 06월 m일 전사, 주소는 서종떤 노문리 벽계, 了 파짚 

이우성(李愚成) • 

육군, 일병, 1951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정배리 166, 친권자 허아 

기. 

이윤석(李允錫)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2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317번, 주 

소는 신곡,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2연대. 

이채만(李在萬)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19연대, 사병, 계급은 이 병, 군번은 0247716번 , 

주소는 서종면, 1926년 04월 09일생, 6.25 참전, 1951년 05월 26일 전사. 

이재호(이재호|)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3월 09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수능리392, 친권 

자 이종산. ※아래와 동일인 

이재호(李在浩)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4110 

번, 주소는 서종연, 6.25 참전, 1951년 03월 09일 전사, 13교육대. 

이종구(李鍾九)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35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609685번 , 

주소는 서종면, 1930년 08월 30일생, 6.25 참전, 1951년 09월 17일 전사. 

이종래(李鍾來)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2훈, 사병 ,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39500번, 주 

소는 서종면 수입리, 6.25 참전, 1951 년 m월 13일 전사, 2훈. 

이종래(李種來) 

全義A, 李君先의 띤男, 1927년 12월 30일생 , 육군, 소속부대는 제3사단 18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9498번, 주소는 서증면 수입리 능골, 

6.25 참전, 1950년 07월 01 일 전사, 18연대 . 

이종열(李鍾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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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일병, 1951 년 02월 21 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도장리293, 친권 

자 박용숙. ※아래와 동일인 

이종열(李鍾烈) 

이남산의 아들,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2훈,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2585번, 주소는 서종면 도장1 리, 6.25 참전, 1951년 02월 21 일 전사, 2훈. 

이종열(李鍾烈)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이 병, 군번은 0238703번, 주 

소는 서종면, 6.25 참전, 1951년 01월 13일 전사, 6사단. 

이종인(이종인) 

육군, 계급은 일병, 1951 년 01월 m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이진갑(李鎭甲) 

육군, 소속부대는 제 15사단 50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694412 

번, 주소는 서종면, 1930년 07월 10일생, 6.25 참전, 1953년 06월 07일 전사, 

고성. 

이창성 (李昌成)-이 • 

서 종면 문호3리 '6.25 참전, 향로봉 전투서 전사 

이영진(李平鎭) • 

육군, 계급은 중사, 1952년 10월 07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노문리341, 친권 

자 이갑성 ※아래와 동일인 

이평진(李平鎭) 

全州人, 李마l成의 아들,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5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상, 군번은 2301554 번, 주소는 서종면 노문리 갈문, 1929년 8월 5일생, 

6.25 참전, 1952년 10월 07일 전사, 15연대. 

이필호(이필호) • 

육군, 계급은 일병, 1953년 12월 09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미창성(이창성) •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08월 23일 전사, 주소는 서종변 문호리800, 친권 

자 안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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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순(任仁淳)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5월 10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삼회리69, 친권 

자 임성재 . 

장규환(張奎燦)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1월 30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서후리97, 친권 

자 김순이. 

장규환(張奎燦) 

인동인, 장순식의 아들,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13교육, 사병 , 계급은 일 

병, 군번은 0322934번, 주소는 서종면 서후리97, 6.25 참전, 1951년 m월 30 

일 전사, 13교육대. 

장순옥(張順玉)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기갑연,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461 번 , 

신하, 1930년 11월 20일생, 6.25 참전, 1951년 10월 10일 전사. 

장호준(張浩俊)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2월 01 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서후리306, 장인 

득 ※아래와 동일인 

장호준(張浩짧) 

인동인, 장인득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0013번, 주소는 서종면 서후리 서차남 부락, 6.25 참전, 1951년 

05월 02일 전사, 5사단 

정기용(鄭基龍) --
경주인, 정상섭의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27연대, 사병, 계급은 이 

병, 군번은 0402617번, 주소는 서종면 도장1리, 1923년 06월 10일생, 6.25 

참전, 1951년 07월 08일 전사. 

정낙관(鄭洛寬) * •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11 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상, 군번은 1101787번, 

석제, 창군기, 1950년 03월 12일 전사, 11 연대 . 

조덕내(趙德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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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제의 3냥,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제2훈련,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257555번, 주소는 서종면 도장리323, 6.25 참전, 1951년 01월 m일 

전사. ※ 아래와 동일인 

조덕래(趙德來) •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02월 03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도장리322, 친권 

자조남제. 

조성동(趙成東)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11 경비,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350630번, 

주소는 서 종면, 6.25 참전, 1953년 04월 26일 전사. 

조장열(조장열)-이 

육군, 조병 0 의 3남, 6.25참전, 전사, 서종변 도장리 

조현성(趙顧成)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6월 10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도장리322, 친권 

자 조영태. ※ 아래와 동일인 

조현성(趙顧成) 

조영래의 장냥,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5연대 ,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47556번, 주소는 서종면 도장리, 1927년 07월 28일생, 6.25 참전, 1951 년 

06월 10일 전사. 

진기봉(진기봄)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13교육?,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933번, 

주소는 서종, 6.25 참전, 1951년 01월 30일 전사, 13교육대. 

최봉현(초|몽현) • 

육군, 계급은 이병, 1951년 04월 11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삼회리226, 친 

권자 이계옥. 

최영배(최영배)-이 

최석현의 아들, 6.25 참전, 전사. 서종면 정배리 

최을용(崔z龍) 

뚫州人, 崔듬할天의 四子, 1926년 01월 20일생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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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육군병원에서 사망,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0719번, 주소는 서종 

면 수입리, 6.25 참전, 1953년 07월 26일 전사. 

한순창(한창순)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5월 16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문호리776, 친권 

자 김귀남. ※아래와 동일인 

한순창(韓順昌) • 

청주인, 한수천의 아들,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일 

병, 군번은 0323265번, 주소는 서종면 문호3리, 6.25 참전, 1951 년 05월 16 

일 전사, 8사단. 

함수화(합수화)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4월 04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수입리875, 친 

권자 함맹돌. ※아래와 동일인 

합수화(威壽和) • 

楊根A, 成 l:if]콩의 次子,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6연대 , 사병, 계급은 일 

병, 군번은 247454번, 주소는 서종면 수입리, 1933년 08월 01 일생, 6.25 참 

전, 1951년 04월 04일 전사, 제 27병원 

허범식(許範植)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8월 29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문호리 150, 친권 

자 허 연. ※아래와 동일인 

허범식(許範植) --
양천인, 자가 허승복,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317번, 주소는 서종면 문호5리, 6.25 참전, 1950년 08월 

29일 전사, 13교육대. 

허범식(許範植)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328569번, 주소는 

서 종면 문호, 6.25 참전, 1952년 m월 05일 전사 

허승호|(許松會)* • 

양천인, 허문의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17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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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802049번, 주소는 서종면, 창군기, 1949년 12월 10일 전사, 옹진. ※아 

래와동일인 

허송희(허송호|) 

육군, 계급은 병장, 1949년 12월 10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도장리78, 친권 

자허문 

허용복(許龍福)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육직,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4771 번, 주 

소는 서종면 수능리, 6.25 참전, 1951년 06월 08일 전사. 

흥덕기(흥덕기)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12월 30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삼회리, 친권 

자 이종연. 

흥종록(洪鍾緣) 

육균, 계급은 일병, 1951 년 02월 25일 전사, 주소는 서종면 문호리 151 번지, 

친권자 한윤우. ※아래와 돔일인 

홍종록(洪睡錄)±緣 • 

남양인, 홍재구의 아들, 서울 보문동 홍순호의 부친, 육군, 소속부대는 제2 

사단 1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165번, 주소는 서종면 문호5 

리, 6.25 참전, 1951년 02월 15일 전사, 17연대. 

흥종록(홍종록)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324058번, 주소는 

서 종면 문호, 6.25 참전, 1951년 12월 10일 전사. 

홍종영(향鐘榮) --
홍재풍의 차남,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7월 28일 전사, 주소는 서종연 

도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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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면 전사자 

간기영(簡기영)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1802681 번, 주소는 

양동면 서석암, 1927년 05월 02일생 , 6.25 참전, 1950년 10월 26일 전사, 

간사수(簡司洙)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하사관, 계급은 이 중, 군번은 1202681 번 , 

주소는 양동, 1928년 03월 10일생, 6.25 참전, 1950년 10월 26일 전사, 6사 

단. 

고인호(高仁鎬)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8685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2월 04일 전사, 13교대 

구종화(具종화)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제2중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502919번, 

주소는 양동면, 1930년 06월 07일생, 6.25 참전, 1953년 02월 12일 전사, 36 

욱(서울. 

권사문(권사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삼산리, 권백만 ※아래와 동일인 

권사문(權四文)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7연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059번, 주 

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1월 02일 전사, 7연대 

권석길(權錫솜) • 

안동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권석천의 아들 

권영복(권영복) 

안통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삼산리, 원용하의 아들 

권영복(權榮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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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26연대, 사병, 계급은 이 병, 군번은 9218954번, 

주소는 양동면, 1927년 08월 06일생, 대침투, 1953년 08월 10일 전사, 26연 

대. ※아래와 동일인 

권영복(權榮福)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26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9218954번, 

주소는 양동면, 1927년 08월 06일생, 6.25 참전, 1953년 02월 10일 전사, 26 

연대, 

권오성(권오성) 

안동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삼산리, 김재욱의 아들 

권찬모(권찬모) 

안동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삼산리, 전석현의 아들 

권창석(권참석) 

안동인,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양동면 삼산리, 김간랭의 아들 

권장석(權昌觸) •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5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2122번, 

주소는 양동면, 1930년 08월 12일생, 6.25 참전, 1953년 04월 08일 전사. 

김계환(金량煥)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2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99295번, 

주소는 양동면, 1925년 03월 19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05일 전사. 

김관절(金寬哲) •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양동면 석곡리, 친권자 심동악. 

김광업(김광업) 

의성인,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양동면 정계리, 친권자 장이분의 아들. 

김광업(金光業) • 

육군, 소속부대는 제 15사단 39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1509 

번, 주소는 양동면, 대침투, 1953년 07월 28일 전사. ※마래와 동일인 

김광영(金光榮) 

의성인, 육군, 소속부대는 제 15사단 39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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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1509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3년 07월 25일 전사, 고성. 

김기석(金基石) 

육군, 육군직 할 2훈,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26375번 ,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2월 05일 전사, 2훈 . 

김기영(김기영)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양동면 석곡리, 친권자 안문화. 

김기준(김기준) 

경주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김월죽의 아들 

김덕성(김덕성)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김천만. 

김보선(金普善)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6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949번, 

주소는 양통변, 6.25 참전, 1951년 03월 01 일 전사, 16연대. 

김성복(김성복)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김금예. ※아래와 동일 

인 

김성복(金聖福) • 

경주인, 김인식의 아들,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29연대 ,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2127번, 주소는 양동변, 1928년 02월 25일생, 6.25 참전, 

1953년 06월 25일 전사. 

김성석(김성석)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홍분애. ※아래와 동일인 

김성석(金聖題)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568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2월 20일 전사, 13교육대. 

김수원(金壽元)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하사관, 계 급은 이상, 군번은 1801635번 , 

주소는 양동면, 1929년 04월 09일생 , 6.25 참전, 1950년 08월 29일 전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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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김용인(金容購)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81710번, 주 

소는 양동면도, 6.25 참전, 1951년 02월 10일 전사, 횡성. 

김용훈(金容春)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592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3월 20일 선사, 13교육대 

김용훈(김용훈) 

광산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단석리, 친권자 김기수의 아들. 

김은수(김은수) * 
육군, 소속부대는 제21사단 21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11767110번, 

주소는 양동면, 대 침 투, 1968년 09월 13일 전사. 

김자옥(金鼓.:li)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591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 년 03월 20일 전사, 13교육대 

김재금(김재금)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439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 년 02월 16일 전사, 13교육대 . 

김주영(金柱永)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벙, 군번은 0322574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 년 m월 26일 전사, 13교육대, 

김창기(김창기) •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양동면 쌍학리, 친권자 김전은. 

김항순(김함순)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상학리, 친권자 김석보. 

김효영(金孝永)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삼산리, 친권자 김수진, 

김릉수(金興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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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단석리, 친권자 한명숙. 

맹석영(굶觸永)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792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 년 02월 05일 전사, 13교육대. 

문원식(문원식) 

남평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단석리, 친권자 문영한의 아들. 

※아래와 동일인 

문원식(文元植) • 

남평인,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590번 ,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3월 20일 전사, 13교육대 , 

민택진(閔현鎭) 

여흥인,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5422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 년 02월 05일 전사, 13교육대 

민현식(閔鉉植)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21 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2502361 번, 

주소는 양동, 1927년 05월 25일생, 대침투, 1953년 07월 29일 전사, 금화, 

박관식(朴寬植) • 

육군, 제8사단 8사단, 일중, 군번 0761257, 양평 양동변 계정리 기림, 6.25 

참전, 1953년 06월 16일 전사, 금화지 구 

박기연(박기연) 

육군, 계급은 일병 , 주소는 양동년 매윌리, 친권자 박칠봉 

박봉남(朴奉男) *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 할 13교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8686번, 

주소는 양동면, 창군기, 1950년 m월 10일 전사, 13교대. 

박석호(박석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단석리, 친권자 김부흥. ※아래와 동일인 

박석호(朴石鎬) •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5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1953번, 

- 402 -



제2편 한국전쟁과 양평의 인적 피해 

주소는 양동면, 1926년 04월 03일생, 6.25 참전, 1953년 03월 29일 전사. 

박장훈(박장훈)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 리 , 친권자 박학진. ※ 아래와 동일인 

박장훈(朴長動)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5057번, 주 

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6사단. 

박진절(박진절) 

육군, 계급은 상사, 주소는 양동면 금왕리 , 친권자 함운득. ※아래와 동일인 

박진절(朴鎭哲)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병참단, 하사관, 계급은 상사, 군번은 1801568 

번, 주소는 양동면, 1928년 04월 18일생, 6.25 참전, 1950년 11월 10일 전사, 

병참단. 

박태흥(박태릉)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양동면 삼산리 , 친권자 김소사. ※ 아래와 동일인 

박태릉(朴泰興)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0연대 , 계급은 일중, 군번은 2200883번, 주소는 

양동면, 1922년 03월 15일생, 6.25 참전, 1951년 09월 19일 전사. 

서병천(徐炳千) •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양동면 매윌리 , 친권자 서천만 

석대고(석대고)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안유금 

성재연(성재연)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99병참대 ,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6259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 년 09월 02일 전사, 119병 참대, 

손성한(孫成漢)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19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 군번은 0326523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0년 11월 16일 전사, 19연 대 . ※ 아래와 동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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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환(손성환) 

밀양인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김봉운의 자 손 

호민. 

신녹균(申鳳혐)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7043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2월 09일 전사, 13교육대. 

신도균(신도균)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신용환, ※ 아래와 동일인 

신도균(申道혐) --
평산인,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580번 , 주소는 양동변, 6.25 참전, 1951년 03월 07일 전사, 13교육대. 

신록균(신록균) 

평산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고송리, 친권자 신태문의 아들, 

신이균(申利협) • 

평산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이우석 

신종균(신종균)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3연대 ,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7800053번, 주 

소는 양동면, 1928년 08월 10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8사 

단. 

안승배(安承培) 

순흥인,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 군번은 

0199243번, 주소는 양동면, 1930년 05월 27일생, 6.25 참전, 1951년 05월 19 

일 전사, 5사단. 

여운갑(呂運甲)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 사벙,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438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0년 1 2월 29일 전사, 1 3교육대. 

오석준(吳觸浚) *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31 연대, 사벙,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3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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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양동면, 창군기, 1950년 02월 05일 전사, 31연대 

오석중(吳錫重) • 

해주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쌍학리, 친권자 오수강의 아들. 

왕윤형(王潤亨) 

개성인, 육군, 소속부대는 제3사단 22연대, 계급은 일상, 군번은 1104672번, 

주소는 양동면, 1921년 12월 23일생, 6.25 참전, 1951년 05월 m일 전사, 22 

연대. 왕윤홍의 형. 

우덕준(禹德짧) •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우건증. 

우원석(우원석)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쌍학리, 친권자 우영화. ※아래와 동일인 

우원석(禹元石)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915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2월 10일 전사, 13교육대. 

원성용(元成龍)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3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916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2월 10일 전사, 3연대. 

유기현(柳基鉉) 

육군, 제3사단 22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208830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5월 16일 전사. 

유재호(유재흐)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금왕리, 친권자 이숙히. ※아래와 동일인 

유재호(柳在鎬)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4357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5월 30일 전사, 13교육대-

윤석선(尹錫先)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5814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2월 01 일 전사, 13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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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선(尹鐘先) • 

파평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윤공삼의 아들. 

윤종옥(尹鍾玉)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791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2월 05일 전사, 13교육대. 

이 준(이 준) 

평창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단석리, 친권자 정일현 ※아래 

와동일인 

이 준(李 짧)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01근대, 사병, 계급은 일병 , 군번은 0327293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2월 04일 전사, 101큰대. 

이갑용(李甲龍) 

육군, 소속부대는 제 11사단 13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6022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 년 02월 05일 전사, 13연대 . 

이계복(이계복) 

한산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삼산리, 친권자 이춘성의 아들. 

이규영(李奎永)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26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191144 

번, 주소는 양동면, 1932년 m월 13일생, 6.25 참전, 1953년 07월 16일 전사, 

금화, 

이근태(李根泰) 

육군, 소속부대는 제11사단 13연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028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3월 02일 전사, 13연 대. 

이동룡(이도룡)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이만동. 

이명구(李明求) • 

한산인 ,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1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602739번, 주소는 양평 장동 삼산, 1925년 05월 25일생, 6.25 참전,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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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삼산리, 친권자 김일봉. 

이범재(李範宰)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육직,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5800190번, 

주소는 양동면, 1928년 02월 26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이병재(이병재).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금왕리, 친권자 이소진. 

이복배(이배복)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면 매월리, 친권자 이종길. 

이복배(李福培)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0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9351658번, 

주소는 양동, 6.25 참전, 1952년 07월 16일 , 금화. 

이봉재(李鳳宰)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김무갑. 

이수한(李壽元)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8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600735번, 주 

소는 양동면, 1930년 01월 18일생, 6.25 참전, 1951년 09월 31 일 전사. 

이영도(李榮道)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훈,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118번, 주 

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m월 m일 전사, 1훈. 

이정우(李正雨)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1 연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4613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1연대. 

이정우(이정우) 

육군, 소속부대는 제3사단 18연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328898번, 주 

소는 양동면 금반, 6.25 참전, 1950년 07월 20일 전사. 

이종구(이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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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이규동. 

이종원(李鍾元) 

육군, 소속부대는 제3사단 18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2002012번, 

주소는 양동연, 1932년 04월 25일생, 6.25 참전, 1951 년 07월 05일 전사, 18 

연대. 

이준열(李浚烈) • 

평창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계급은 친권자 이병주의 

아들 

이학구(李學求)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고송리 , 친권자 이창원. 

이형열(이형열)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제 13교육,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328566번, 

주소는 양동면 단석리, 6.25 참전, 1951년 02월 04일 전사. 

이호영(李浩榮) 

육군, 소속부대는 제11사단 13연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6522번, 

주소는 양동띤, 6.25 참전, 1953년 07월 13일 전사, 13연대. ※마래와 동일 

인 

이호용(李浩鎔)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6522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0년 11월 16일 전사, 13교육대. 

이호은(이은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이노적 

장갑봉(張甲奉)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13교육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370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3교육대, 

장수봉(장수봉)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금왕리, 친권자 장길손‘ 

전오성(全펌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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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13교육대 ,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566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 년 02월 26일 전사, 13교육대 . 

전찬모(全燦模)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567번, 

주소는 양동면, 1925년 02월 10일생, 6.25 참전, 1951년 02월 02일 

정 준(정 준)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쌍학리, 친권자 정춘시. 

정병훈 

전사. 

초계인,육군,계급은 

와동일인 

정병훈(鄭秉薰)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변은 0323596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 년 03월 20일 전사, 13교육대 ‘ 

정우절 

초계인,육군,하사,주소는 

※아래 단석리, 친권자 안순악. 일병, 주소는 양동면 

※아래와 동일 양동면 쌍학리, 친권자 이기완. 

인 

정우절(鄭禹澈)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17육병,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0199847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7월 21 일 전사, 17육병. 

정우철(鄭禹澈) • 

초제인,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2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0199847번, 주소는 양동면, 1927년 04월 10일 생, 6.25 참전, 1951년 07월 03 

군번은 

일 전사. 

진형식 •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손 여 

아들. 계정리, 친권자 양순에의 양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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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車東植) •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병기단,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402705번, 

주소는 양동면, 1931년 05월 07일생 , 창군기, 1949년 10월 01 일 전사. 

차원식(車元植) * 
연안인,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3육병,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9352128번, 주소는 양동면, 1928년 04월 15일생, 대침투, 1959년 06월 23일 

전사 

최선룡(崔善龍)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5463번, 주 

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9월 20일 전사, 6사단. 

최선용(최선용)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단석리, 친권자 최종수. 

최순용(崔淳用)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1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950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3월 m일 전사, 1연대 . 

최윤수(崔允洙) •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3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324240번, 주 

소는 양동면주정 , 6.25 참전, 1951 년 02월 05일 전사 

최윤주(최윤주)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김명랑. 

한대동(韓大東) • 

청주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금왕리, 친권자 이돌용의 아들. 

한중차(韓重次) 

청주인,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5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251954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3년 03월 31일 전사. 

함재연(風在淵)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 리 , 친권자 함종수 

함종국( l.l훨鍾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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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속부대는 제3사단 23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 군번은 0326021 번 ,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02월 05일 전사, 23연대. 

흥순국(흥순극) 

남양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동면 계정리, 친권자 김아지. 

홍순국(洪淳園)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병참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5800192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0년 11월 07일 전사, 6사단. 

홍순태(洪淳泰) 

남양인,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1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7292번, 주소는 양동연,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7연대. 

홍영운(洪永뿔)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301541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7일 전사, 욱산. ※아래와 동일인 

홍영운(뿔永뿔)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301541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3년 06월 27일 전사. 

황산원(황산원) 

창원인, 육군 계급은 일병, 양동면 금왕리, 친권자 황명칠의 아들. 

황상원(黃相元)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8687 

번, 주소는 양동면, 6.25 참전, 1950년 07월 10일 전사, 13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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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면 전사자 

강대원(姜大遠)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 군번은 0324319 

번, 주소는 양서 면, 6.25 참전, 1 950년 10월 20일 전사, 1 3교육대 . 

강동규(姜東圭) •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양서 면 종동리 113 , 친권자 김영이 

강원으|(姜元護)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증동리 173, 친권자 강석원. 

강이윤(姜移允)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수도사, 하사관, 계급은 이 중, 군번은 1101745 

번, 주소는 양서면, 창군기, 1949년 06월 07일 전사. 

권금주(權金周)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3587번, 주 

소는 양서면, 1928년 02월 11 일생, 6.25 참전, 1951 년 08월 28일 전사, 5사 

단. 

권오국(권오국)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양서면 용담1리 286, 친권자 권오진. ※아래와 동 

일인 

권오국(權죠國) --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31연 대 ,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0855번, 

주소는 양서면 용담1 리, 1926년 09월 30일생, 6.25 참전, 1953년 06월 1 2일 

전사, 철원. 

권릉식(權興植)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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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주소는 양서면, 6.25 참전, 1951 년 01월 01 일 전사, 13교육대. 

권릉식(권릉식)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양수리592, 친권자 변월선. 

김기중(金起中)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66923번, 주 

소는 양서면, 1927년 12월 16일생, 6.25 참전, 1951년 02월 12일 전사, 8사 

단. 

김벌호(김벌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대심리, 친권자 김봉운. 

715;!. 。j
C그 -「 C그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양서변 신원리, 친권자 김정환. 

김영선(金永先) •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26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257353 

번, 주소는 양서 변, 6.25 참전, 1952년 09월 20일 전사. 

김영손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양서변 신원리 206, 친권자 허옥매. 

김용성(金龍成)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헌병교, 계급은 일중, 군번은 1102759번, 주소는 

양서면, 1929년 06월 15일생, 6.25 참전, 1950년 07월 12일 전사, 헌병교. 

김종태(金鍾泰)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5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66730번, 주 

소는 양서면, 1931년 04월 23일생, 6.25 참전, 1951년 m월 16일 전사, 녹전 

리. 

김진영(김진영)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양서면 국수리330, 친권자 최경분 

김태민(金泰民) • 

육군, 계급은 소위, 주소는 양서면 용담리260, 친권자 김명희 , 

김태봉(金泰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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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양서면 대심리, 친권자 김천만. ※아래와 동일인 

김태봉(金泰鳳)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19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251331 번, 주소는 

양서면 대심2리, 1929년 07월 06일생, 6.25 참전, 1953년 07월 20일 전사. 

남기영(남기영) 

남석우 차남,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부용2리468, 친권자 신돌 

순. ※아래와 동일인 

남기영(南基榮) .±基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01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161 번, 

주소는 양서 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01사. 

남기중(남기중) 

남필우 장남,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부용1리 111, 친권자 민기 

분. ※아래와 동일인 

남기중(南基重)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5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508번, 주 

소는 양서면 부용1 리, 6.25 참전, 1951 년 09월 14일 전사, 5연대 , 

남윤우(南允祐) • 

남상국의 차남, 육군, 계급은 일병, 6.25 참전, 주소는 양서면 부용리92, 친 

권자 박남이. 

마원일(馬元一)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수도사,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7800542번, 

주소는 양서면, 1929년 03월 29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9일 전사, 영 

등포. 

박광열(박광열)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복포리359, 친권자 박충길. 

박광열(朴光烈) • 

밀양인, 박흥길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278번, 주소는 양서면 복포1 리, 6.25 참전, 195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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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사, 13교육대. 

박수질(박수질)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양서면 신원리538, 친권자 함을생. ※아래와 동 

일인 

박수질(朴壽七) •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2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5703387번, 

주소는 양서면, 1926년 02월 20일생, 6.25 참전, 1951년 09월 18일 전사. 

박영환(朴曉煥) •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양서면 국수리508, 친권자 박아지. 

박창헌(박창현)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양수리560, 친권자 강창연. 

박창현(朴昌鉉)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5사단,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247481 번, 

주소는 양서 면, 6.25 참전, 1951년 05월 23일 전사. 

박태진(朴泰鎭)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591 번, 

주소는 양서면, 6.25 참전, 1951년 m월 20일 전사, 131연대 . 

방광열(방광열)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복포리359, 친권자 박충길. 

방규환(方圭候)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국수리337, 친권자 은갑례. 

방윤환(方允燦)-이 

方元奉의 3남, 6.25 참전, 전사자 

밤익환(방익환)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국수리508, 친권자 임 씨. 

방익환(方益候)±翊 --
방귀운 4남,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 

은 0322783번, 주소는 양서면 국수2리, 6.25 참전, 1951년 02월 05일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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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교육대 . 

방정봉(方貞鳳) • 

方양성의 3남, 육군, 6.25 참전,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복포리 126, 친 

권자 방정식. 

방준문(方짧文)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2연대 ,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30850번, 

주소는 양서변 도콕리, 6.25 참전, 1951년 02월 05일 전사, 12연대. 

방중문(方重文) • 

방정환의 장남, 9사단 20연대,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국수2리 

493, 친권자 고준배. 

방진봉(方륨鳳)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0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079번, 

주소는 양서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0연대. 

배종환(배종환)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양서면 부용리, 친권자 배봉천. 

백승만(백승만)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양수리 162, 친권자 백구현. ※아래와 동 

일인 

백승만( 白承萬)±簡 •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26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495번, 

주소는 양서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26연대 . 

백장수(白昌洙) • 

육군, 계급은 중사, 주소는 양서면 용담리533, 친권자 백태수. 

송영무(宋榮皮) •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양서면 종동리, 친권자 송을봉. 

송익경(宋益京) 

송영학의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지] 6사단 19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251257번, 주소는 양서면 대심2리, 6.25 참전, 1953년 07월 16일 전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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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송익영(宋益榮)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대심리62, 친권자 송익성. 

신순광(申淳光) •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양서면 양수리, 친권자 신성학. 

신태식(신태식)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국수리 158, 친권자 신현중. ※아래와 동 

일인 

신태식(申泰뿔)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5육병,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784번, 

주소는 양서변, 6.25 참전, 1952년 10월 05일 전사, 5육병. 

안경용(안경용)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신원리315, 친권자 방은순. 

어돈수(魚敬秀) --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양서면 종동리550, 친권자 이영덕 . 

어응수(어응수)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양서면 종동리556, 친권자 이대학. ※아래와 동 

일인 

어응수(魚應秀)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8사단,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5702810번, 

주소는 양서면, 1929년 08월 26일생, 6.25 참전, 1950년 11월 27일 전사, 영 

월. 

오종근(吳鍾根) • 

오수만 장남,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양수1리 592, 친권자 오수 

만. ※아래와 동일인 

오종근(吳鍾根)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903951 번, 주 

소는 양서 면, 6.25 참전, 1950년 08월 26일 전사, 6사단‘ 

- 417 -



한국전쟁 楊平파亂史略 

유실노(兪寶老)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2훈,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34225번, 주 

소는 양서면, 6.25 참전, 1951년 02월 05일 전사, 2훈. 

유영장(劉永昌) •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양서면 양수리592, 친권자 유영목. 

유지영(柳志英)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국수리260, 친권자 유봉인. 

유진석(兪鎭錫)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2훈,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37801 번, 주소 

는 양서 면, 6.25 참전, 1951년 02월 15일 전사, 2훈. 

유진절(兪鎭哲)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증동리 130, 친권자 오은순. 

윤경노(尹景老)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청계리319, 친권자 이순이. 

윤재학(尹在學)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1연대, 계급은 일상, 군번은 1102755번, 주소는 

양서면, 1921년 06월 m일생, 6.25 참전, 1953년 07월 m일 전사. 

이갑봉(李甲奉)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66932번, 주 

소는 양서면, 1926년 01월 10일생, 6.25 참전, 1951년 01월 08일 전사, 8사 

단. 

미건규(건규) 

하사, 양서면 용담리, 

이경론(李敬春) •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양서면 대심리 154, 친권자 이태산. ※ 아래와 동 

일인 

이경훈(李敬春)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742679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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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양서면, 6.25 참전, 1951 년 09월 05일 전사 

이계용(이계용)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증동리84, 친권자 유 씨 

이규원(李圭元) 

육군, 제9사단 28연대, 하사관, 이중, 군번 2503220, 양평면 원덕,리 6.25 참 

전, 1951 년 01월 02일 전사 

이기용(이기용) 

육군, 계급은 소령, 주소는 양서면 양수리 330, 친권자 이 희순. 

이길수(이길수)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연 대싱리 145, 친권자 이옥산. 

이덕수(李德洙)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변 양수리775, 친권자 하순이. 

이동순(李東淳)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묵왕리623, 친권자 이 호민. ※아래와 동 

일인 

이동순(李東淳) 

광주인, 이호민의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수도사,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91936번, 주소는 양서면 목왕2리, 1920년 11월 08일생, 6.25 

참전, 1951년 05월 05일 전사, 수도사. 

이병덕(이병덕)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청계리345, 친권자 이 아기. 

이백고(李白敎)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9282 

번, 주소는 양서 면, 6.25 참전, 1951 년 08월 30일 전사. 

이석호(이석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묵왕리629, 친권자 이용교. ※ 아래와 동 

일인 

이석호(李錫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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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 이용교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30연대 ,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543번, 주소는 양서면, 1932년 09월 10일생, 6.25 참전, 1951년 

05월 17일 전사, 30연대 , 

이성범(李星範)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띤 용담리, 친권자 이학신 

이성옥(李成玉)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9500247번, 주 

소는 양서 면, 6.25 참전, 1950년 08월 26일 전사, 6사단. 

이영교(이영고)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양서면 용담리286, 친권자 원경히. ※아래와 동 

일인 

이영교(李英敎) • 

광주인,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0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0849번, 주소는 양서면 용담l리 , 1 927년 05월 25일생, 6.25 참전, 1953년 

07월 16일 전사, 금화 

이영명(이영명)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부용리703, 친권자 이 춘학‘ ※ 아래와 동 

일인 

이영명(李永明)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266 

번, 주소는 양서 면, 6.25 참전, 1951년 02월 06일 전사, 13교육대. 

이영수(이영수)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양서면 목왕리, 친권자 이 만산. ※아래와 동일인 

이영수(李榮洙)±壽 • 

전주인, 이명춘의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30연대, 사병, 계급은 이 

병, 군번은 0251551 번, 주소는 양서면 목왕1 리, 1930년 04월 14일생, 6.25 

참전, 1951년 05월 09일 전사. 

이영희(李永熙)±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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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3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241 번, 

주소는 양서면 신원2리, 6.25 참전, 1951년 02월 05일 전사, 31 연대. ※아래 

와동일인 

이영히(이영히)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신원리, 친권자 조오녀 . 

이용덕(李容德)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대심리 145, 친권자 박춘전. 

이용산(이용산)-이 

전주인, 이선출의 차남, 6.25 참전, 전사, 양서면 복포리 

이용환(이용산)-이 

전주인, 이 선출의 장남, 6.25 참전, 전사, 양서 면 복포2리 

이우교(李子敎)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1 연대,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2301530번, 

주소는 양서연,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1 연대. 

이원성(이원섬)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양서면 국수리336, 친권자 박복순. ※아래와 동 

일인 

이원성(李元成) •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9사단, 사병, 계급은 병장, 군번은 2503223번, 주 

소는 양서변 국수3리, 1927년 01 월 05일생, 6.25 참전, 1950년 11월 26일 전 

사,9사단. 

이인성(李仁性)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청계리29, 친권자 유모너 . 

이임교(李任敎)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묵왕리574, 친권자 이종분 

이 준(李 짧)-이 

덕수인, 이종립의 독자, 양서면 복포2리, 전사자 

미 준(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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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양서면 복포리 197, 친권자 이상금. 

이전교(李千敎)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목왕리406, 친권자 이 종예. 

이절하(李喆夏) • 

전주인, 이복문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31연대, 사병, 계급은 일 

병, 군번은 0322951 번, 주소는 양서면 청계1 리, 6.25 참전, 1951년 03월 01 

일 전사, 31 연대. ※아래와 동일인 

이절하(이절하)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청계리 240, 친권자 이복문. 

이한영(李漢永) 

육군, 소속부대는 11사단 9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5104577번, 주 

소는 양서면, 6.25 참전, 1950년 08월 30일 전사, 9연대. 

이희택(李熙澤)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524 

번, 주소는 양서 면, 6.25 참전, 1951년 01월 m일 전사, 13교육대 

이히택(이히택)±효|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변 양수리330, 친권자 김봉순. 

임병교(林炳敎)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신원리314, 친권자 박사남. ※ 아래와 동 

일인 

임병교(林炳敎) 

나주인, 임병석의 독자,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19연대, 사병, 계급은 일 

병, 군번은 1251253번, 주소는 양서면 신원2리 분점, 1928년 03월 28일생, 

6.25 참전, 1951년 04월 24일 전사, 19연대 . 부인 박사남. 

임재섭(林{E燮)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66839번 , 주 

소는 양서면, 1930년 05월 18일생, 6.25 참전, 1951년 01월 m일 전사, 동두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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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진(林泰鎭) • 

임근배의 장냥, 육군, 계급은 일병,주소는 양서 면 신원2리 283, 분점, 친권 

자 박연이 . 

임현배(임현배)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신원리273, 친권자 함간난. 

임현배(林賢培) • 

나주인,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30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250번, 주소는 양서면 신원2리, 1926년 m월 06일생, 6.25 참전, 1952년 

01월 30일 전사, 철원. 

장수성(張훌成)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3819부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1600361 번, 

주소는 양서면, 6.25 참전, 1951년 05월 01 일 전사, 3819부대. 

장수한(잠수한)-이 

양서 면 양수2리, 6.25 전사자, 

장수한(장수한)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용달리81, 친권자 하만애. 

장현수(張찮壽)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66849번, 주 

소는 양서면, 1930년 05월 07일생, 6.25 참전, 1951년 m월 m일 전사, 7연 

대. 

전상근(정상근) •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양서면 양수리563, 친권자 정주봉. 

전충근(田忠根) •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양서면 목왕리, 친권자 전준성. 

정기용(정기용)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신원리661 , 친권자 원종화 

정봉운(鄭奉굽) -泰코 

육군,소속부대는 제7사단7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66821 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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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양서면, 1929년 03월 10일생, 6.25 참전, 1951년 01월 16일 전사, 7사 

단 

정상근(鄭相根) • 

육군, 소속부대는 제 11사단13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2502604번, 주소는 

양서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3연대. 

조성곤(趙成坤)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32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365861 번, 

주소는 양서면, 6.25 참전, 1951년 11월 m일 전사, 가평. 

조일선(조일선)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양서면 양수리208, 친권자 조용아. 

조창연(曺昌連)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묵왕리73, 친권자 이영자. ※아래와 동일 

인 

조창연(趙昌運)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9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544번, 주 

소는 양서면, 6.25 참전, 1951 년 03월 13일 전사, 정선. 

조한석(趙漢觸)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증동리29, 친권자 정 동. 

최기관(崔基寬)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부용리565, 친권자 최기종, ※아래와 동 

일인 

최기실(崔基實)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1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30960번, 

주소는 양서면, 6.25 참전, 1950년 08월 12일 전사, 17연대. 

최병남(崔困男) *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7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66745번, 주 

소는 양서면, 1928년 04월 26일생, 창군기, 1950년 m월 16일 전사, 7사단. 

최선안(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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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중사, 주소는 양서변 양수리522, 친권자 박영남 

최성만(崔成萬)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대심리20, 

최은배(초|은배)-이 

경주인, 최인봉의 3남, 양서면 복포2리, 전사자 

최진규(崔鎭奎) • 

친권자 최상운.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국수리236, 친권자 이만순 

하도성(하도성)-이 

하흥용의 부친, 6.25 참전, 전사자 

河淳영(하순영)土龍 • 

하인석의 장남,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변 양수3리516, 친권자 하인 

λ4 -, . 

하창석(하창석)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양수리526, 친권자 김국분. 

일인 

하참석(河昌錫) • 

※아래와 동 

진주인, 하관열의 독자,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9282번, 주소는 양서면 양수3리, 6.25 참전, 1951년 07월 

09일 전사. 

한기원(한기원)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논 양서면 증동1리538, 친권자 한창우. ※아래와 동 

일인 

한기원(韓基元) •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7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9704623번, 주 

소는 양서 면, 6.25 참전, 1950년 10월 10일 전사, 7사단. 

한달현(韓達鉉) • 

육군, 계급은 일 병, 주소는 양서 면 부용리468, 친권자 한일동

한창우(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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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증동리49, 친권자 한계흥. ※ 아래와 동일 

인 

한장우(韓昌雨) •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9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81387번, 주 

소는 양서 변, 6.25 참전, 1951년 06월 18일 전사, 9사단. 

한헌식(韓鉉植) 

육군, 제9사단 9사단, 사병, 일병, 군번 0251510, 양평 양서, 6.25 참전, 1951 

년 04월 06일 전사, 인제 

합용섭(威用燮) --
육군, 계급은 일 병 , 주소는 양서면 양수리615, 친권자 함만봉. 

허덕행(허덕행)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양서면 용담리569, 친권자 이중식 . ※ 아래와 동 

일인 

허덕행(許德行) • 

허영석 차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0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0407번, 주소는 양서 면 양수리503, 6.25 참전, 1951년 08월 22일 전사. 

허웅용(許雄用)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27연대 , 하사관, 계급은 이 중, 군번은 0247685번, 

주소는 양서면, 1 930년 08월 26일생 , 6.25 참전, 1952년 02월 09일 전사. ※ 

아래와 동일인 

허응용(허응용) 

육군, 계급은 중사, 주소는 양서면 양수리592, 친권자 여양순 

흥용산(흥용산)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양서면 국수리 508, 친권자 윤금례 ※아래와 동 

일인 

홍용산(없龍山)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 사병 , 계급은 일병 , 군번은 0333288 

번, 주소는 양서면, 6.25 참전, 1951 년 02월 05일 전사, 13교육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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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면 전사자 

강태성(姜泰成)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 할 59육병,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9361362번, 

주소는 양평 고진, 1951년 05월 13일생, 대침투, 1954년 06월 16일 전사, 59 

유벼 
‘ ”· 

고계현(高桂鉉)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7월 06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410, 친권 

자 고문순. 

고삼용(고삼용) 

육군, 계급은 일병, 1953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204, 친권 

자 김부희. ※아래와 동일인 

고삼용(高三龍) • 

육군, 소속부대는 제3사단 3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351 번, 주 

소는 양평,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백골부대. 

고주형(高柱亨) 

육군, 제7사단 8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89893번, 주소는 양평, 

1923년 02월 20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30일 전사. 

구자상(具滋常)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하교,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583번, 주 

소는 양평 '6.25 참전, 1950년 11월 22일 전사, 하교. 

길명렬(吉明烈) • 

육군, 계급은 상병, 1950년 07월 05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신애리95, 친권 

자 이덕. 

김경연(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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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병장, 1952년 08월 11 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 218, 친권 

자 한기분. ※아래와 동일인 

김경연(金敬淵)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2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251325번, 

주소는 양평, 1921년 09월 06일생, 6.25 참전, 1952년 08월 11 일 전사. 

김기형(김기형) 

육군, 계급은 상병, 1950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양평 면 양근리340, 친권 

자 조씨. ※아래와 동일인 

김기형(金基亨)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1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1104651 번, 

주소는 양평 '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 연 대 

김동원(金東廳) 

육군, 육군직할 2훈,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31668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2훈 ※아래와 돔일인 

김동원(金東廳)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2훈,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31668번, 주 

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1월 29일 전사, 2훈. 

김동훈(金東團)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26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161759 

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2년 08월 06일 전사. 

김복길(金福吉)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28연대, 사병, 계급은 이 병, 군번은 0251399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5월 09일 전사. 

김봉렬(金鳳烈)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12월 20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창대리343, 친권 

자 김기석. 

김상만(金相萬)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8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501047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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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양평,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8연대. 

김선주(金先짧) • 

육군, 계급은 이병, 1951년 06월 02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대흥리585, 친권 

자 심복자 

김성만(김성만) 

육군, 계급은 중사, 1951년 06월 01 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420, 친권 

자 명옥희 ※아래와 동일인 

김성만(金聲萬)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5사단, 하사관, 계급은 이상, 군번은 6500164번, 

주소는 양평, 1930년 이월 02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01 일 전사, 5사 

단. 

김순장(金順長)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8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199868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9월 03일 전사 

김영식(김영식) 

육군, 하사, 1950년 07월 05일 전사, 주소는 양평 면 오빈리212, 친권자 김 인 

수. ※아래와 동일인 

김영식(金榮植) •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8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1801614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0년 07월 05일 전사, 8연대. 

김용운(金龍좋)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7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3700537번, 

주소는 양평 . 6.25 참전, 1950년 09월 02일 전사. 

김용진(金龍振) 

육군, 소속부대는 제3사단 18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601022번, 

주소는 양평, 1928년 07월 15일생, 6.25 참전, 1951년 11월 18일 전사. 

김원호(金元鎬) 

육군, 소속부대는 저]7사단 7사단, 장교, 계급은 중위, 군번은 207168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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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양평, 1925년 03월 12일생, 6.25 참전, 1951년 01월 03일 전사. 

김인영(김인영) 

육군, 계급은 병장, 1952년 08월 17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 150, 친권 

자 김덕용. ※아래와 동일인 

김인영(金仁英)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육병,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767877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2년 08월 17일 전사. 

김장도(金張道)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1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1133655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3년 07월 16일 전사. 

김정성(金正成) • 

육군, 계급은 하사, 1966년 12월 09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도콕리788, 친권 

자 김순갑. 

김정용(김정용) 

중사, 양평면 창대리, 친권자 김범석 

김정필(김정필)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08월 13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창대리431, 친권 

자 김효석. ※아래와 동일인 

김정필(金正弼) • 

육군, 제8사단 8사단, 하사관, 계 급은 하사, 군번은 1302648번, 주소는 양평 , 

6.25 참전, 1951년 08월 13일 전사. 

김종복(金鍾福)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36연대, 사병, 계급은 이 병, 군번은 0220884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m월 03일 전사, 

김주성(金周成)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2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600158번, 주 

소는 양평, 1929년 11 월 17일생, 6.25 참전, 1950년 09월 21 일 전사. 

김창한(김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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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소위, 1953년 06월 17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298, 친권 

자 김정성 ※아래와 동일인 

김창한(金昌漢)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1포병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420 

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3년 06월 14일 전사, 11포병대, 

김창한(金昌漢) * 
육군, 소속부대는 제3사단 3사단, 장교, 계급은 중위, 군번은 23931 번, 주소 

는 양평 , 대 침 투, 1953년 08월 15일 전사, 3사단. 

김창한(김장한) 

육군, 소속부대는 제3사단, 장교, 계급은 소위, 군번은 123971 번 , 양근298, 

1932년 11월 24일생, 6.25 참전, 1953년 06월 14일 전사. 

김태원(金泰元)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27연대, 계급은 이정, 군번은 0251434번, 주소는 

양평, 1928년 07월 08일생, 창군기, 1950년 03월 02일 전사. 

김필성(김필성)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2월 06일 전사, 주소는 양펀면 오빈리81, 친권 

자 이간난. ※아래와 동일인 

김필성(金弼成)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35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561번 , 

주소는 양평읍, 6.25 참전, 1951년 02월 06일 전사, 35연대. 

김학우(김학우)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5월 11 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창대리64, 친권 

자 장봉희. ※아래와 동일인 

김학우(金學禹)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19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51302번, 주 

소는 양평 창생, 1930년 07월 12일생, 6.25 참전, 1950년 12월 25일 전사, 2 

사단야전병원. 

김학인(金學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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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이병 , 1953년 09월 05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창대리203, 친권 

자 김성분. 

김흥식(金弘植) 

육군,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333번, 양평읍 창대리, 

6.25 참전, 1951년 01월 14일 전사, 8사단 

김릉식(김흥식) 

육군, 계급은 일병 , 1950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회현리430, 친권 

자 김완순. 

남중원(南中元) --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11월 26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창대리335, 친권 

자 성간난. 

민성기(민성기)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08월 25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31, 친권 

자 민병원. ※아래와 동일인 

민성기(閔聖基)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0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0921 번, 

주소는 양평읍, 1932년 09월 07일생, 6.25 참전, 1951 년 08월 25일 전사. 

민영은(민영은)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7월 04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원덕리, 친권자 

이은용. ※아래와 동일인 

민영은(閔泳股)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7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5103254번, 주 

소는 양평 ' 6.25 참전, 1950년 07월 04일 전사, 7사단 

박광렬(박광령)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8월 12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공흥리499, 친권 

자 김순희. 

박규성(朴圭星) • 

육군, 계급은 병장, 1951 년 07월 05일 전사, 주소는 양평변 공흥리500, 친권 

- 432 -



제2편 한국전쟁과 양평의 인적 피해 

자 변영희. 

박대양(朴大陽)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9사단,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51410번, 주 

소는 양평읍, 1926년 02월 22일생, 6.25 참전, 1951 년 05월 19일 전사. 

박용운(박용운) 

육군, 계급은 중사, 1953년 07월 17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백안리440, 친권 

자 박정석. ※아래와 동일인 

박용운(朴龍뿔) •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 하사관, 계급은 이상, 군번은 0762102 

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3년 07월 17일 전사, 기갑연. 

박은호(박은호)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600767번, 주소는 양 

평, 1925년 02월 15일생, 6.25 참전, 1951년 05월 17일 전사, 홍천지구. 

박일만(朴一萬) • 

육군, 계급은 병장, 1951년 01월 11 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창대리654, 친권 

자 박성일. 

박종만(朴鐘萬) •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장교, 계급은 소령, 군번은 200940번, 주소는 양 

평 청운용두, 1927년 01월 04일생, 6.25 참전, 1952년 05월 25일 전사, 양구. 

박종흐|(박종흐|)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제1연대, 하사관, 계급은 일상, 군번은 1107878 

번, 주소는 양근, 1929년 12월 02일생, 6.25 참전, 1951년 05월 10일 전사, 

。t 。 t
。 。

박창순(朴昌淳) • 

육군, 제6사단 7연대, 사병, 일병, 군번 0742676, 양평 거제, 6.25 참전, 1951 

년 10월 16일 전사 

박창현(朴昌鉉)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5사단, 사벙,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481 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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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양남, 6.25 참전, 1951년 04월 24일 전사, 5사단. 

박해원(朴海元) • 

육군, 하사, 1955년 03월 17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창대리373, 친권자 박난 

λ1 
「·

방인한(方仁漢)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7연대,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1705855번, 주 

소는 양평, 6.25 참전, 1950년 08월 05일 전사, 안계. 

백승호(백승호)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창대리204, 친권 

자 정묘희. ※아래와 동일인 

백승호(白承浩)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 할 2훈,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1802966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6월 25일 전사, 2훈. 

백신성(白新成)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6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671839번, 

주소는 양평, 1927년 11월 22일생, 6.25 참전, 1952년 11월 20일 전사. 

변관중(번관중) 

육군, 계급은 소위, 1959년 03월 21 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 282, 친권 

자 변영창, 

변영진(변영진) 

육군, 계급은 이병, 1951년 10월 17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 264, 친권 

자 변완복. ※아래와 동일인 

변영진(下英鎭)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7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1802858번, 주소는 

양근, 1929년 02월 25일생, 6.25 참전, 1950년 10월 17일 전사. 

변훈보(邊春寶)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17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2802890번, 

주소는 양평, 1928년 07월 04일생, 6.25 참전, 1950년 11월 14일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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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구(徐廷九) • 

육군, 계급은 병장, 1966년 11 월 14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도곡리501, 친권 

자서광준, 

석두균(석두균)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30연대, 장교, 계급은 소위, 군번은 207898번, 주 

소는 양산구평, 6.25 참전, 1951년 11 월 03일 전사, 평창 .. 

송영무(宋榮皮)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8사단,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600077번, 

주소는 양평, 1923년 09월 19일생, 6.25 참전, 1953년 06월 07일 전사. 

신문식(申文植)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30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1841 번, 

주소는 양평, 1929년 02월 19일생, 6.25 참전, 1953년 03월 07일 전사. 

신영동(신영동) 

육군, 계급은 병장, 1953년 07월 14일 전사, 주소는 양평변 봉성리31, 친권 

자 신인철. 

신이균(申利혐) •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31 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0940번, 

주소는 양평 동면, 1930년 05월 10일생, 6.25 참전, 1953년 06월 09일 전사. 

안경룡(安京龍)±康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보충대, 계급은 이정, 군번은 0251251 번 ,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0년 10월 11 일 전사. 

안봉수(安鳳洙)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7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3700328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0년 09월 05일 전사. 

안영욱(安永몽)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50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5483 

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2월 10일 전사, 50교육대. 

양도석(양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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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속부대는 제20사단 20사단,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11554087번, 

주소는 양평, 대침투, 1967년 07월 17일 전사. 친권자 변순기 

여운갑(여운갑)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12월 29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443, 친권 

자 박기순. 

염석헌(염석현)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4월 25일 전사, 주소는 양편면 오빈리98, 친권 

자 염유순. 

염석현(廣石賢)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0359번, 주 

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4월 24일 전사, 인제. 

염순복(뚫順福)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8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89445번, 주 

소는 양평, 1929년 02월 01 일생, 6.25 참전, 1951년 09월 11 일 전사 

원기상(원기상)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공흥리315, 친권 

자 김간내. ※아래와 동일인 

원기상(元基常) •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1 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2301527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1 연대. 

유백현(柳自鉉) --
육군, 계급은 일병, 1953년 05월 11 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오빈리98, 친권 

자문유산. 

유영흥(유영흥)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포병학교, 하사관, 계급은 이 중, 군번은 5702817 

번, 주소는 양평창대485, 6.25 참전, 1951년 02월 11 일 전사, 

유영흥(유영흥)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창대리425,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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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141 번, 주 

소는 양평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8사단, 

유진옥(유진옥)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5월 18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창대리328, 친권 

자 유은성. ※아래와 동일인 

유진옥(劉鎭玉)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7연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303번, 주 

소는 양평 , 6.25 참전, 1951년 05월 12일 전사, 7연대. 

윤경노(尹景老)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148 

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2월 05일 전사, 13교육대. 

윤명섭(尹明燮) •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30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51391 번, 주 

소는 양평, 1924년 10월 29일생, 6.25 참전, 1951년 05월 17일 전사 

윤영섭(尹永燮)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19연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251295번, 주 

소는 양평창대리, 1934년 m월 20일생, 6.25 참전, 1950년 12월 25일 전사, 

옥처 ' 」.

윤원영(尹元榮) •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244609 

번, 주소는 양평, 1931년 07월 14일생, 6.25 참전, 1952년 10월 21일 전사, 

산청. 

이계복(李桂題)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19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99260번, 

주소는 양평 동삼, 1931년 04월 28일생, 6.25 참전, 1951년 10월 16일 전사 

이관성(이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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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일병, 1952년 04월 18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원덕 리 131, 친권 

자 이자의 ※아래와 동일인 

이관성(李寬成) •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9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0020번, 주 

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4월 09일 전사. 

이광석(이광석) 

육군, 계급은 일병, 1 951년 03월 19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봉성리333, 친권 

자 이강화. 

이광석(李光錫)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0연 대 ,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522274 번, 

주소는 양평 계금, 6.25 참전, 1953년 07월 11 일 전사. 

이광석(李光觸)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28연대 ,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0528번, 

주소는 양평 봉성, 6.25 참전, 1951년 07월 20일 전사, 28연대. 

이규원(李圭元) • 

육군, 계급은 하사, 1951년 m월 02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원덕 리378, 친권 

자신순분. 

이근창(이근장) 

육군, 계급은 병장, 1950년 06월 26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도콕리698, 친권 

자 이 명례. 

이근창(李根昌)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0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 중, 군번은 2200593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0년 06월 26일 전사, 운곡. 

이근훈(李根春)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31 연 대 , 계급은 일중, 군번은 0179871 번, 주소는 

양평, 1923년 03월 28일생, 6.25 참전, 1952년 10월 31 일 전사. 

이길수(李吉秀)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19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2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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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양평, 1925년 07월 23일생, 6.25 참전, 1951 년 09월 28일 전사. 

이덕수(李德洙)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600215번, 주 

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5월 17일 전사, 강원. 

이명석(李明錫)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8월 13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대흥리 148, 친권 

자 이흥서. 

이민재(李映載) •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09월 15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410, 친권 

자 이용석. 

이삼호(李三鎬)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29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251058번, 

주소는 양평, 1931 년 m월 20일생, 6.25 참전, 1953년 06월 14일 전사. 

이상범(李相範) • 

육군, 소속부대는 제 11사단 20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426번, 

주소는 양평 '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20연 대 . 

이석흥(李錫興)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3월 10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411, 친권 

자 이창교. 

이원택(李元澤)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36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0168번, 

주소는 양산, 6.25 참전, 1951년 06월 10일 전사. 

이일용(李日用) • 

육군, 소속부대는제6사단 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350번, 주 

소는 양평,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7연대 

이재구(李在求) 

육군, 소속부대는 제 11사단 13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2502943 

번, 주소는 양평, 1930년 01월 15일생, 6.25 참전, 1951년 12월 22일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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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절(이재절)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4월 29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도곡리 120, 친권 

자 엄귀순. ※아래와 동일인 

이재절(李在哲) • 

육군, 소속대는 제 11사단 13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2376번, 주 

소는 양평, 창군기, 1950년 04월 29일 전사, 13연대. 

이종구(李鍾九)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031 

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2월 14일 전사, 13교육대. 

이종근(李鍾根)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0경비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380821 

번, 주소는 양평 건재, 1925년 12월 24일생, 6.25 참전, 1951년 07월 03일 

전사, 10경비대. 

이종언(이종언)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2월 12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백안리406, 친권 

자 박순애. 

이종찬(이종찬)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8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1106457번, 주 

소는 양평덕평, 창군기, 1948년 10월 01일 전사. 

이준식(李짧植)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m월 13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230, 친권 

자유한희. 

이태수(이태수) 

육군, 계급은 병장, 1953년 05월 29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봉성리432, 친권 

자 김백연. ※아래와 동일인 

이태수(李泰秀)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21 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250139번, 주소는 

양평, 1929년 05월 11 일생, 6.25 참전, 1953년 05월 29일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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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승(李泰承) •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신애리311, 친권 

자 이 세 . ※아래와 동일인 

이태승(이태승)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8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8802466번, 주 

소는 양평 , 대 침 투, 1953년 10월 09일 전사, 8연 대 . 

이호성(李浩誠)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2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 군번은 0166345번, 

주소는 양평, 1928년 03월 24일생, 6.25 참전, 1952년 m월 09일 전사. 

이희규(李熙奎)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수도사, 하사관, 계급은 이상, 군번은 1106455 

번, 양근, 1928년 03월 09일생, 6.25 참전, 1951년 08월 30일 전사. 

이희남(李熙男)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10월 24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회현리 163, 친권 

자 이 씨. 

이희삼(李喜三)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육직, 계급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439번, 주소는 양평, 1930년 08월 14일생, 6.25 참전, 1951년 10월 24일 

전사. 

이희준(이희준)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12월 10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회현리6, 친권자 

이정득 

이희준(李喜俊)±熙짧 • 

육군, 소속부대는 군단 1군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8201192번, 주소 

는 양평, 6.25 참전, 1950년 12월 05일 전사, 1군단 .. 

임명진(임명진)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7월 15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덕평리599, 친권 

자 임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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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진(林明鎭)±命鎭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16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0427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1 년 07월 m일 전사. 

정돔용(점동용) 

육군, 계급은 병장, 1952년 09월 07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백안리747, 친권 

자 김필순. ※아래와 동일인 

정동용(鄭東龍) •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26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761088번, 

주소는 양평 ' 6.25 참전, 1952년 09월 07일 전사. 

정은석(정은석)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05월 17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신애리301, 친권 

자 정태순. ※아래와 동일인 

정은석(鄭股嚴) •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9사단,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550934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5월 17일 전사, 용포리 ‘ 

정태은(政泰股)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 단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248번, 주 

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4월 24일 전사, 가평. 

정태성(鄭泰性) * • 
육군, 계급은 일병, 1956년 02월 29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공흥리356, 친권 

자 안진순. 

정태은(鄭泰股)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4월 24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도곡리633, 친권 

자 정순봉 

정해봉(鄭海奉) • 

육군, 계급은 소위, 1951년 06월 17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원덕리319, 친권 

자 이 씨. 

조강수(조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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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7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742660번, 

주소는 양평덕리, 1937년 02월 10일생, 6.25 참전, 1951년 10월 17일 전사, 

강원금화원동. 

조경원(趙慶元)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10월 02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도곡리 118, 친권 

자 윤시선. 

조병수(조병수)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10월 17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덕평리654, 친권 

자 조문천. ※아래와 돔일인 

조병수(趙秉洙)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742669번, 주 

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10월 17일 전사. 

조병옥(조병옥)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01월 30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덕평리610, 친권 

자 조태숭. 

조병옥(趙炳玉)±秉玉 •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5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322063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m월 30일 전사, 5연대. 

주인천(주인전) 

육군, 계급은 하사, 1951년 01월 12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오빈리81, 친권 

자주창문. 

주인천(朱仁川)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21 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760408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3년 06월 18일 전사. ※아래와 동일인 

주인전(朱仁川)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21 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760908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3년 06월 17일 전사, 금화. 

주인환(주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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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1월 05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오빈리81, 친권 

자주창문, 

주인환(朱仁燦)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27연대, 사병, 계급은 이 병, 군번은 0250144번, 주 

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6월 28일 전사. 

주인환(朱仁燦) •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2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555번, 주 

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6월 05일 전사, 27연대. 

지성옥(池成玉)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30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0427번, 

주소는 양평, 1929년 01월 10일생, 6.25 참전, 1953년 03월 07일 전사. 

최광안(崔光安)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수도사,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1107706 

번, 주소는 양평, 창군기, 1949년 06월 07일 전사. 

최덕납(崔德納)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유격대,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367437번, 

주소는 양평, 6.25 참전, 1950년 10월 11 일 전사. 

최순일(崔順日)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3월 01 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 197, 친권 

자 최금산. 

최재복(崔在福)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19연대,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600266번, 

주소는 양평, 1927년 07월 14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23일 전사. 

하금전(하금전) 

육군, 계급은 상사, 1951년 03월 09일 전사, 주소는 양평 면 오빈리88, 친권 

자 허범윤. ※아래와 동일인 

하금전(河今天) •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21 연대, 계급은 일상, 군번은 1802952번, 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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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1928년 09월 28일생, 6.25 참전, 1951년 03월 09일 전사, 21 연대. 

허용복(許龍福) • 

육군, 소속부대는 수도사단 기갑연,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44771 번, 

주소는 양평 평사, 6.25 참전, 1951년 06월 08일 전사. 

믿
 

스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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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
 」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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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4월 24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대흥리215, 친권 

자 홍병선. 

흥순근(洪淳根) •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0599번, 주 

소는 양평, 6.25 참전, 1951년 05월 24일 전사, 가펑 . 

흥순석(洪淳錫)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600360번, 주 

소는 양평, 1926년 06월 m일생, 6.25 참전, 1951년 08월 10일 전사. 

흥원표(흥원표)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1월 28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430, 친권 

자 신재창. 

흥원표(洪元杓) •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육직,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402166번, 주 

소는 양평, 1926년 11월 13일생, 6.25 참전, 1951년 m월 28일 전사. 

흥중식(洪重植)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5월 22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204, 친권 

자 홍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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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면 전사자 

경구호(慶求鎬) •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옥천면 아신리, 친권자 경일수. 

구자일(具滋一) 

육군, 제9사단 28연대, 사병, 이병, 군번 1102070, 양평 옥천면 원덕, 1930년 

04월 18일생, 6.25 참전, 1951년 12월 08일 전사 

김강수(김강수)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9월 14일 전사, 주소는 옥천면 용천리, 친권자 

구귀녀. 

김광수(金光洙) --
육군, 소속부대는 제2사단 3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62332번, 

주소는 옥천, 6.25 참전, 1951년 m월 20일 전사, 31 연대. 

김기관(김기관) 

육군、 소속부대는 제9사단 30연대 、 장교、 계급은 중위、 군번은 203996번、 

주소는 옥천、 1925년 03월 10일생、 6.25 참전、 1951년 03월 05일 전사、 강 

E므 

τ5「.

김덕화(金德和)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아신리 27, 친권자 정모정 . 

김덕호|(金德會)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601 

번, 주소는 옥천, 6.25 참전, 1951년 01월 06일 전사, 13교육대 . 

김삼용(김삼용)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2월 11 일 전사, 주소는 옥천면 신복리758, 친권 

자 심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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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용(金三龍)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563 

번 、 주소는 옥천、 6.25 참전、 1950년 12월 30일 전사、 13교육대 

김용각(金龍角)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번、주소는 옥천、 1930년 

사、 화천. 

김용기(金龍基) 

6사단、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5월 02일생、 6.25 참전、 1951 년 07월 

육군、 소속부대는 제3사단 23연대 、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3700235 

12일 전 

0250724 

번、 주소는 옥천、 1934년 08월 22일생、 6.25 참전、 1951년 11월 17일 전사. 

김용우(金容愚)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신복리, 친권자 김학봉 

김용진(金龍辰) 

하사、 육군、 소속부대는 제6사단 6사단、 하사관、 계급은 

번 、 주소는 옥천 、 6.25 참전 、 1950년 09월 02일 전사. 

김이득(金二得)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신복리, 친권자 김영예. 

김인수(金仁洙)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신복리, 친권자 도만분. 

김인용(金仁用) • 

군번은 3700137 

육군, 계급은 일병, 1952년 11월 03일 전사, 주소는 옥천면 용천리284, 친권 

자 정섭섭. 

김임용(金任龍)±仁 

경주인, 육군、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 사병계급은 일병、군번은 

0323124번 、 주소는 옥천변 용천3리、 6.25 참전、 1951년 01월 m일 전사、 

13교육대 

김훈식(옳春植) • 

김득용의 장남,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옥천면 옥천2리567, 유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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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김태섭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신복리, 친권자 윤순이 

김화수(金化洙) 

육군、 소속부대는 제7사단 3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2깎563번、 주소는 

옥천、 1932년 m월 12일생、 6.25 참전、 1953년 06월 30일 전사. 

민대식(민대식) 

민덕복의 장남, 육군, 계급은 이병, 6.25 참전, 주소는 옥천면 옥천리 

민대식(閔大植) • 

육군、 소속부대는 제 12사단 51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9350594 

번、 주소는 옥천면 옥천1 리、 1932년 03월 14일생、 6.25 참전、 1953년 07월 

18일 전사、 인제. 

박귀남(박뀌남)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용천리, 친권자 박치근. 

박귀남(朴貴男) 

육군, 소속부대는 제 1사단 15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502960번, 

주소는 옥천, 창군기, 1950년 06월 09일 전사, 15연대‘ 

박길화(朴吉和) 

밀양인, 박선돌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592번, 주소는 옥천면 옥천4리, 6.25 참전, 1951년 m월 

04일 전사, 18교육대‘ 

박수훈(朴壽勳) 

육군, 소속부대는 제8사단 21 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0600번, 

주소는 옥천, 1927년 04월 12일생, 6.25 참전, 1953년 06월 14일 전사, 금화

박용문(朴龍門)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 군번은 0324320 

번, 주소는 옥천, 6.25 참전, 1951 년 02월 01일 전사, 13교육대 

박인문(朴仁文) •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7월 25일 전사, 주소는 옥천면 아산리,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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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산. 

박인문(朴斷文) 

박차산의 3남, 육군, 소속부대는 육군직할 사훈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 

은 2502955번, 주소는 옥천, 1932년 m월 26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박인섭(朴寅燮) 

박순펼의 4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3사단 23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 

은 0251300번, 주소는 옥천면 신복3리, 6.25 참전, 1951년 04월 20일 전사. 

박종구(박종구)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용천리, 친권자 조 씨. 

박종구(朴鍾九) • 

육군,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280번, 주소는 옥천, 

6.25 참전, 1951년 04월 10일 전사, 6사단. 

박진구(朴鎭九)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신복리, 친권자 김경수. 

박충열(朴忠烈) 

육군, 제5사단 35연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601730번, 주소는 옥진, 

1932년 03월 23일생, 6.25 참전, 1951년 10월 03일 전사. 

박현롱(朴鉉洪) 

육군, 제7사단 8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1106392번, 주소는 옥천, 

창군기, 1949년 10월 03일 전사 

백동규(백동규) 

육군、 제9사단、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230690번、 주소는 옥천옥천 

561 、 1924년 03월 30일생、 6.25 참전、 1951년 01월 m일 전사、 00지구. 

백봉기(백봉기)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6월 16일 전사, 주소는 옥천면 용천리254, 친권 

자 김태현. 

백봉기(白奉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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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성의 장남, 육군,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115번, 

주소는 옥천면 용천3리, 6.25 참전, 1951년 06월 16일 전사, 6사단. 

성경복(成景福) 

육군、 육군직할 310부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125번、 주소는 

옥천、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310부대 . 

신도균(申道均) 

육군、 육군직할 1육병 、 계급은 일중、 군번은 0147375번、 주소는 옥천、 

6.25 참전 、 1951년 09월 25일 전사. 

심근섭(沈根燮) 

심상근의 독자, 6.25 참전, 전사, 아신리 

심영섭(沈윷燮) 

육군、 제6사단 7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742519번、 주소는 옥 

천 、 6.25 참전 、 1952년 10월 04일 전사. 

용희석(龍熙觸) 

홍천인, 용업동의 장남, 육군, 육군직할 1육병,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123번, 주소는 옥천면 옥천3리,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육 

벼 
。.

윤장복(윤장복)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옥천리, 친권자 김은일. 

윤장복(尹長福) • 

파평인, 윤봉균의 차남, 육군, 제6사단 19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0611 번, 주소는 옥천면 옥천3리, 6.25 참전, 1951년 09월 10일 전사. 

이갑수(이갑수) 

이병, 옥천연 용천리 친권자 구귀녀 

이계절(李햄哲) --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10월 16일 전사, 주소는 옥천면 신복리, 친권자 

이보헌. 

이계필(李밟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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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인, 이봉헌의 3남, 육군, 제7사단 8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1106405 

번, 주소는 옥천면 신복2리, 1928년 03월 15일생, 6.25 참전, 1950년 10월 

26일 전λ}, 8연대. 

이금영(이금영) 

육군, 육군직할 제 1102야,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3700092번, 주소는 옥 

천 옥천3리606, 1926년 10월 10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27일 전사, 

1102야공, . 

이순천(이순천)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옥천2리, 친권자 최갑여. 

이순천(李順”I>*+ 
육군, 제3사단 18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602번, 주소는 옥천 

면 옥천2리, 창군기, 1949년 06월 25일 전사, 18연대 . 

이영범(李榮範)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용천리, 친권자 이종억. 

이영절(李榮哲)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신복리, 친권자 강화순. 

이용배(李龍培) 

육군,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294번, 주소는 옥 

천, 6.25 참전, 1951년 02월 07일 전사, 13교육대. 

이윤복(이윤복)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옥천면 옥천리599, 친권자 이홍구, 

이윤복(李潤複) 

육군, 제6사단 6사7연,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742517번, 주소는 옥천, 

1927년 02월 18일생, 6.25 참전, 1951년 11월 17일 전사. 

이인영 ( 이인영)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아산리, 친권자 이호진. 

이인영 (李仁永) --
전주인, 이호진의 장남, 육군, 제8사단 10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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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265번, 주소는 옥천면, 6.25 참전, 1951년 04월 06일 전사. 

이장세(李將世) 

육군, 제8사단 16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7790번, 주소는 옥천 

연, 1932년 09월 10일생, 6.25 참전, 1951년 08월 06일 전사. 

이종범(李鍾範) • 

육군, 계급은 상병, 1953년 06월 15일 전사, 주소는 옥천면 신복리463, 친권 

자 이호천. 

이주헌(이주흰)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용천리, 친권자 이영옥. 

이주현(이주현) 

육군, 제5사단 36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846번, 주소는 옥천 

면, 6.25 참전, 1951년 06월 28일 전사, 36연대. 

이주현(李柱鉉) • 

육군, 제5사단 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7503번, 주소는 옥천면, 

1933년 04월 05일생, 6.25 참전, 1951 년 04월 24일 전사, 인제. 

이창호(이창호)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옥천면 아신리, 친권자 이상인. 

이창호(李昌浩) • 

육군, 제9사단 30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9360429번, 주소는 옥천 

면, 1931 년 06월 06일생 , 6.25 참전, 1953년 03월 16일 전사. 

이절필(李哲觸) 

육군, 제5사단 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176번 , 주소는 옥천, 

6.25 참전, 1950년 10월 16일 전사, 2연 대 . 

이현문(이현문) 

육군, 계급은 중위, 1953년 07월 28일 전사, 주소는 옥천면 옥천리531, 친권 

자 정진생 

이현문(李鉉文) --
육군, 육군직 할 1372부대, 장교, 계급은 중위, 군번은 22305번, 주소는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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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29년 04월 28일생, 대침투, 1953년 07월 28일 전사, 1의치중. 

전종기(전종기)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옥천면 옥천리, 친권자 송 씨. 

전종기(全鍾基) --
정선인, 전운봉의 장남, 육군、 소속부대는 제5사단 27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247582번、 주소는 옥천면 용천3리、 1931년 04월 20일생、 

6.25 참전 、 1952년 07월 14일 전사. 

전훈기 (全春基) ±田春基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옥천리, 친권자 전태옹. 

정고조(鄭高朝) 

육군、 육군직할13교육?、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071 번、 주소는 옥 

천면、 6.25 참전、 1951년 06월 13일 전사、 13교육대. 

정동훈(정돔훈)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아신리, 친권자 이봉예. 

정동훈(鄭東뼈) --
육군、 제7사단8연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594번 、 주소는 욱천 

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8연대. 

정춘태(정춘태)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아신리 22 , 친권자 유난희 . 

정춘해(鄭春海) --
육군、 육군직할12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590번、 준소는 

옥천、 6.25 참전、 1951년 02월 14일 전사、 12교육대. 

점행욱(정행욱)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변 아신리669, 친권자 박만분. 

정황조(정항조)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아신리, 친권자 조종희. 

조석재(趙石在)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용천리, 친권자 조인식‘ 

- 453 -



한국전쟁 陽2fi戰亂史略

조일호(조일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변 아신2리, 친권자 전 씨. 

조재석(趙載觸) 

한양인, 조병호의 독자, 육군、 육군직할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 

은 0324291 번 、 주소는 옥천면 용천3리 、 6.25 참전、 1951년 02월 06일 전 

사、 13교육대 

조형섭(趙亨燮) 

육군、 제2사단1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7533번 、 주소는 옥 

천、 6.25 참전、 1951년 05월 09일 전사、 17연대. 

최영배(崔永혐)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옥천면 신복리, 친권자 이임순. 

최영인(崔泳寅) 

경주인, 최종민의 차남, 육군,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 

은 0323603번, 주소는 옥천, 6.25 참전, 1951년 01월 11 일 전사, 13교육대, 

최영호(崔永錯) • 

경주인, 최종민의 3남, 육군, 계급은 상병, 1950년 10월. 15일 전사, 주소는 

옥천면 아신리, 친권자 최요진 

최원석(崔元題) •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옥천면 신복리, 친권자 최일선. 

최원식(崔元植) 

육군, 제6사단 19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199760번, 주소는 옥 

천, 1931년 11월 25일생, 6.25 참전, 1952년 10월 07일 전사. 

최인현(崔仁鉉) • 

육군, 계급은 병장, 1950년 08월 31일 전사, 주소는 옥천면 옥천리, 친권자 

최백용. 

최제집(崔濟集) 

육군, 제 1사단 12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9706567번, 주소는 옥천, 

6.25 참전, 1951년 04월 23일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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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최종학)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옥천면 옥천리, 친권자 최금학 

최종학(崔鍾學) • 

육군 육군직할 육군사관、사병、 계급은 일병、군번은 324279번 、 주소는 

옥천면 옥천리、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최종학(최종학) 

육군、 제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1801575번、 주소는 

천、 1929년 01월 17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Q.. 
' 옥천 

면금광(片金光) 

육군、육군직할 육직、사병、 계급은 일병、군번은 ..Q.. 
' 0400900번 、 주소는 

천 、 1926년 03월 25일 생 、 6.25 참전 、 1950년 06월 25일 전사. 

면문절(片文鍵) • 

육군, 계급은 이병, 주소는 옥천면 옥천리, 친권자 박을전 

한봉수(한봉수) 

육군, 계급은 이병, 주소는 옥천면 산복리, 친권자 윤명옥. 

한봉수(韓鳳洙) • 

육군、 제3사단 18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247356번、 주소는 

6.25 참전、 1953년 07월 18일 전사、 18연대. 

한봉수(韓鳳洙) * 

옥천、 

한영석의 독자, 육군、 제3사단 18연대 、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247356번、 주소는 옥천면 신복 2리、 대침투、 1953년 08월 18일 전사. 

한절희(韓喆熙) 

육군, 제8사단 8사단, 하사관, 이중, 

6.25 참전, 1950년 06월 26일 전사 

함경복(威慶福) • 

군번 5701814, 양평 옥천면 용천리, 

}或仁월의 7남, 육군, 계급은 일병, 1927년 12월 7일생 전사, 주소는 옥천면 

용천리 28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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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면 전사자 

강갑성(姜甲成) 

육군, 육군직할 50포병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5700816번, 주소는 

용문, 1924년 02월 25일생, 6.25 참전, 1951년 02월 11 일 전사. 

강광근(강광근) 

육군, 제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199305번, 주소는 용문, 1927년 

01월 24일 생, 6.25 참전, 1951년 05월 17일 전사. 

강인수(姜仁洙) 

육군, 제 l사단 12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206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09월 10일 천사, 12연대. 

강인태(강인태)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삼성리77, 친권자 김수은 

강인택(姜仁澤) • 

육군, 제 1사단 12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207번 ,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09월 10일 전사, 12연대. 

권태준(권태준)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삼성리338, 친권자 권중훈. 

김관복(金寬福) •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용문면 중원2리492, 친권자 김연순, 김관실의 

형. 

김관실(김관실)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용문면 중원2리 492, 친권자 김연순. 김관복의 동 

생 

김관실(金寬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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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7사단 5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0131 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08월 31 일 전사. 

김덕생(김덕생) 

육군, 육군직할 제2훈련, 사병, 일병, 군번 251713, 양평 용문 중원리, 1926 

년 02월 19일 생, 6.25 참전, 1951년 05월 29일 전사 

김삼식(金三植) 

육군, 제8사단 10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0463번, 주소는 용 

문, 1929년 11월 08일생, 6.25 참전, 1953년 06월 17일 전사. 

김성열(金性烈) • 

육군, 저] 6사단 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742538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10월 13일 전사. 

김승렬(김승렬)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삼성리, 친권자 김순성. 

김연극(김연극) •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용문면 삼성리291, 친권자 유관국. 

김영수(김영수)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금곡리, 친권자 김영구. 

김원식(金元植) •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용문면 삼성리698, 친권자 김홍열 . 

김익형(김익형)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용문면 삼성리640, 친권자 김영희. 

김익형(金益亨) • 

육군, 제 12사단 12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1991 번, 주소는 용 

문, 대 침 투, 1953년 08월 17일 전사, 인 제 

김지석(김지석)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용문면 연수리722, 친권자 김성기. 

김지석(옳知石)±錫 • 

육군,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740번, 주소는 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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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1951년 06월 05일 전사, 8사단. 

김지태(김지태)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연수리270, 친권자 원성녀. 

김지태(金知泰) • 

육군,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99202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09월 28일 전사, 화천. 

노종섭(盧睡燮) • 

육군, 계급은 이병, 주소는 용문면 다문리, 친권자 노금자. 

맹무호(맹두호)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용문면 조현리504, 친권자 고예전. 

맹무호(굶武鎬) • 

육군, 제7사단 5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상, 군번은 1108554번, 주소는 용문, 

1928년 12월 13일생, 6.25 참전, 1951년 05월 18일 전사, 평창. 

맹주갑(맹주갑) 

육군, 계급은 이병, 주소는 용문변 조현리 169, 친권자 맹건영 ‘ 

맹주갑(굶柱甲) • 

육군, 제9사단 9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809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05월 18일 전사, 영 풍. 

민영만(閔泳萬) 

육군, 제 15사단 39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1998번, 주소는 용 

문, 1927년 12월 16일생, 6.25 참전, 1953년 07월 17일 전사, 고성. 

박기배(朴基培) --
육군, 제8사단 16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251748번, 주소는 용문, 1931 

년 02월 05일생, 6.25 참전, 1953년 05월 29일 전사. 

박성근(박성근) 

육군, 제7사단 5연대, 장교, 계급은 소위, 군번은 209869번, 주소는 용문오 

촌68, 6.25 참전, 1951년 02월 12일 전사, 평 창. 

박운성(*|、좋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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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봉의 장남,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용문면 광탄리 74. 

박운성(朴코成) 

용문, 

용문, 소
 

주
 
’ 

육군,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51746번, 주소는 

1931 년 04월 19일생, 6.25 참전, 1951 년 04월 24일 전사, 산청 . 

박릉춘(朴興春) 

육군, 제 11사단 9연대, 장교, 계급은 중위, 군번은 

1927년 04월 22일생, 6.25 참전, 1951 년 m월 m일 전사. 

15955번, 

배영훈(裵永春) 

육군, 육군직할 1훈, 사병, 계급은 

6.25 참전, 1951년 02월 04일 전사, 1 훈. 

배영춘(배영춘) • 

육군, 계급은 이병 , 주소는 용문면 신절리 150, 친권자 배천강. 

배영호(배영호) 

육군, 제2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 군번은 9547973번, 주소는 용문신점367, 

1927년 07월 24일생, 대침투, 1953년 1 2월 31 일 전사, 춘성. 

용문, 소
 

주
 
’ 군번은 0323942번, 일 병, 

용문, 

용문, 

배영훈(배영훈)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오촌리 152, 친권자 배수산. 

변순학(변순학)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오촌리 73, 친권자 김편월. 

변순학(邊淳學) • 

육군,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 군번은 0324486번 , 주소는 

6.25 참전, 1951년 04월 25일 전사, 6사단. 

서원일(서원일) •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용문면 연수리760, 친권자 서 영 석. 

신연승(신연승)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오촌리껑4, 친권자 신수돌, 

신연승(辛連承) 

육군직할 1훈, 사병, 계급은 소
 

주
 
’ 0323941 번, 군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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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1951년 09월 04일 전사, 1훈. 

신연히(신연희)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조현리485, 친권자 신영석. 

신영호(신영호)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연수리 137, 친권자 신용칠. 

신영호(申榮鎬) • 

육군, 제6사단 19연대,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50443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03월 23일 전사 

신은승(申股承) 

육군, 제6사단 19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366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9연대. 

신인승(辛寅承) • 

육군, 계급은 이병, 주소는 용문면 오촌리 254, 子 신종덕 농협 근무. 

심경섭(심경섭) 

심상한의 차남,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용문면 중원리 163, 친권자 박성 

희, 子 충식 

심경섭(沈慶燮) • 

육군, 제1사단 15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2503212번, 주소는 용 

문, 1929년 m월 26일생, 6.25 참전, 1950년 08월 15일 전사, 15연대. 

심상준(심상준) 

육군, 제8사단 2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52054번, 주소는 용문면 

중원2리, 1926년 05월 29일생, 6.25 참전, 1951년 08월 22일 전사, 인제. 

안용호(안용호)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용문면 연수리408, 친권자 안상록. 

안용호(安用浩) --
육군, 연합군지원한국군 미 25사단,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8825385번, 

주소는 용문, 1929년 12월 28일생, 6.25 참전, 1953년 05월 15일 전사 

안정락(安正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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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8사단 21 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706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09월 14일 전사. 

안정학(안정학)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용문면 다문리 154, 친권자 안펼여 . 

양명석(梁明錫) 

육군, 제8사단 16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251690번, 주소는 용 

문면 광탄리, 1932년 m월 05일생, 6.25 참전, 1952년 03월 23일 전사. 

양승오(聚承죠) • 

육군, 맹호(수기사26연대), 사병, 계급은 병장, 군번은 11576703번, 주소는 

용문심성669, 1945년 10월 12일생, 월남전, 1967년 10월 02일 전사, 월남국. 

원순흥(元順興) --
육군, 제9사단 28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1654번, 주소는 용 

문, 1927년 02월 05일생, 6.25 참전, 1953년 04월 10일 전사. 

원순릉(元順興) 

육군, 제9사단 28연대 ,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1654번, 주소는 용 

문, 6.25 참전, 1953년 04월 18일 전사, 금화. 

원준릉(원준릉) 

육군, 계급은 일병 , 주소는 용문면 금곡리, 친권자 원도야. 

유준기(쩔I揮基) • 

육군, 계급은 이병, 주소는 용문면 다문리, 친권자 엄 씨. 

윤명섭(尹明燮) 

육군, 제9사단 9사단, 사병 , 계급은 일병 , 군번은 0249391번 ,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05월 17일 전사, 9사단 

윤영섭(尹永燮) 

윤월영의 3남, 육군, 계급은 이병, 주소는 용문면 마룡1리 340, 친권자 윤월 

영. 

윤영섭(윤영십)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조현리62, 친권자 김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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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성(윤용성)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용문면 삼성리 185, 친권자 윤복동. 

윤원영 (윤원영)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마룡1리 , 친권자 이석예. 

윤원영(尹元榮) • 

육군, 수도사단 기갑연,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284609번, 주소는 용 

문면 마룡리, 6.25 참전, 1951년 12월 11 일 전사. 

윤항노(尹훤老) • 

육군, 제5사단 5사단, 사병, 계급은 병장, 군번은 0251697번, 주소는 용문, 

1926년 03월 20일 생, 6.25 참전, 1951년 07월 08일 전사. 

윤행노(윤행노) 

육군, 계급은 이병, 주소는 용문면 다문리, 친권자 윤창길. 

이경구(李康九) 

육군,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595번, 주소는 용 

문, 6.25 참전, 1951년 m월 30일 전사, 13교육대. 

이덕영(이덕영)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용문면 덕촌리254, 친권자 이석근. 

이덕영(李德永) • 

이호영의 子, 육군, 제6사단 19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340번, 

주소는 용문면 덕촌1리, 1932년 03월 19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11 일 

전사. 

이상열(이상열) 

육군, 계급은 이병, 주소는 용문변 망능리 190, 친권자 이 억만. 

이상열(李相烈) • 

육군, 제6사단 19연 대, 사병 ,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51450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03월 22일 전사. 

이선열(李先烈) 

육군, 육군직할 2훈, 사병, 계급은 일병 , 군변은 0323210번, 주소는 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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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1952년 09월 10일 전사, 2훈. 

이영재(이영재) 

육군, 계급은 이병, 주소는 용문면 신점리 125, 친권자 이복해. 

이영재(李榮載) • 

육군, 제6사단 19연대,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51320번, 주소는 용문, 

1931년 02월 24일생, 6.25 참전, 195 1년 05월 26일 전사. 

이용봉(李龍奉) --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용문변 신점리 15, 친권자 남궁준 

이용호(이용호) 

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용문면 마룡리281 , 친권자 이상희. 

이의석(이의석) 

계급은 일병 , 주소는 용문면 마롱리424, 친권자 이창일 . 

이장노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용문면 조현리79, 친권자 이 규섭. 

이장노(李長흉) • 

육군, 제 11사단 13연 대 ,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1108590번, 주소는 용 

문,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 3연대 . 

이재학(李在學) 

육군, 제7사단 8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600667번, 

1928년 02월 14일생, 6.25 참전, 195 1년 05월 15일 전사. 

용문, 소
 

주
 
’ 

육군, 

용문, 는
 

소
 

주
 
’ 

이증인(이종인)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용문면 신점 리 , 친권자 이 영순. 

이종태(이종태)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심점리 132, 친권자 이 필수. 

이종태(李鍾兌) • 

육군,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 병, 군번은 0251296번, 

6.25 참전, 1951년 05월 26일 전사, 6사단. 

이종화(李鍾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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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육군직 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 병, 군번은 0323916번, 주소는 용 

문, 6.25 참전, 1950년 12월 20일 전사, 13교육대. 

이평균(李平혐) •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용문면 덕촌리 163, 친권자 이 철. 

이평균(李平혐) 

평창인, 이철의 차남, 육군, 제6사단 2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251341 번, 

주소는 용문 덕촌2리, 1933년 02월 10일생, 6.25 참전, 1952년 11월 06일 전 

사. 

임석진(林石鎭) 

육군, 제1사단 12연대, 사병, 계급은 병장, 군번은 0148745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08월 05일 전사, 12연대. 

임성진(임섬진) • 

육군, 계급은 병장, 주소는 용문면 신점리, 친권자 임봉조 

임용식(임용식)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용문면 신점‘리 428, 친권자 엄춘호

임용식(林容植) 

육군, 제9사단 30연대,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0251451 번, 주소는 용문, 

1924년 06월 10일생, 6.25 참전, 1952년 07월 03일 전사, 30연대 

임용식(林容植) 

육군, 제9사단 9사단,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0151451 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2년 07월 12일 전사, 9사단. 

장경만(장경만) 

육군, 제9사단, 장교, 계급은 소령, 군번은 142665번, 주소는 용문금콕, 1933 

년 05월 24일생, 대침투, 1967년 07월 02일 전사 

장동릉(장동릉) • 

육군, 계급은 이병, 주소는 용문면 광탄리, 친권자 이귀동. 

장동흥(張東興) 

육군, 육군직할13교육대, 사벙,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208번, 주소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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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25 참전, 1951년 09월 10일 전사, 13교육대 

정국현(정국현) 

육군, 제6사단,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254431 번, 주소는 용문정수157, 

6.25 참전, 1953년 04월 22일 전사. 

정문영(정문영) •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용문면 다문리634, 친권자 정해원. 

정창일(정창일) • 

육군, 계급은 이병, 주소는 용문면 다문리, 친권자 정진호. 

조영환(趙榮煥) • 

l릅寧人, 힘병기의 장냥,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중원1리 194, 친 

권자 조병기. 

조한덕(趙漢德)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덕촌2리319, 친권자 정창희. 

조한덕(조한덕) 

조성호의 子, 육군, 제6사단2연대 ,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367번, 주 

소는 용문면 덕촌2리,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2연대. 

조항원(趙힐元)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덕촌리 143, 친권자 신이순. 

조릉복(조릉복) •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용문면 마룡리499, 친권자 조용석. 

조흥호(趙興鎬) 

육군, 제5사단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261 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09월 24일 전사, 양구. 

전효성(전효성)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금곡리 152, 친권자 천중선 

전효성(千孝成) • 

육군, 제 11사단 13연대 ,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503252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3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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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용(초|삼용) 

육군, 계급은 상병, 주소는 용문면 광탄리, 친권자 방절예의 

최상식(초|상식) 

了.

최승달의 子,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광탄리222, 친권자 최승달‘ 

최상식(崔相植) • 

육군, 육군직할 6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093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03월 16일 전사, 16연대. 

최순복(崔順福)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다문리 153, 친권자 이점순. 

최순옥(崔順愈) 

육군, 제2사단 17연대,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602584번, 주소는 용문, 

1928년 09월 22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13일 전사. 

최영준(최영준)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다문리, 친권자 고복동 

최영준(崔英俊) • 

육군, 육군직할 유격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209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09월 10일 전사, 유격 대 

최운식(崔굽植) 

육군, 제5사단 35연대, 사병, 제급은 이벙, 군번은 0199304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년 06월 13일 전사. 

최의식(崔養植) 

육군, 육군직할 수경사,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6500173번, 주소는 용 

문, 1930년 09월 10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수경사. 

최릉식(崔興植) •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광탄리 233, 친권자 최승익. 

한영복(한영복) 

육군, 계급은 일병, 주소는 용문면 마룡리425, 친권자 한수경, 

한영복(韓永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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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5사단 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51288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1 년 06월 01 일 전사, 5사단. 

한철흐|(韓哲熙) 

육군, 육군직할 포병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5701814번, 주소는 용문, 

6.25 참전, 1950년 06월 28일 전사. 

함대길(威大吉) • 

육군, 육군직할 7537부대 , 계급은 일중, 군번은 2503216번, 주소는 용문, 

1926년 10월 25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7531부대. 

함대일(함대일) 

육군, 계급은 하사, 주소는 용문면 다문리744, 친권자 함동문. 

흥범표(흥범표) 

육군, 육군직할 제 12교육,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322515번, 주소는 용 

문 화전, 6.25 참전, 195 1년 04월 10일 전사. 

홍성억(洪性憶) -- 익x 
센學杓의 次男, 육군, 5사단 30연대 근무, 계급은 일벙, 6.25 참전, 시 체는 

못찾아, 주소는 용문면 광탄리 162 , 性萬의 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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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면 전사자 

권영중(권영중)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9월 20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수곡리, 친권자 

이무재 . 

권영중(權寧#) • 

육군,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450번, 주소는 지 

제면, 6.25 참전, 1951년 09월 19일 전사, 13교육대. 

권영채(權寧影)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7월 05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수곡리, 친권자 

권태일. 

권오관(권오관)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09월 21 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월산리, 친권자 

권영선. 

권오관(權죠官) • 

육군, 제2사단 32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603139번, 주소는 지제 

면, 6.25 참전, 1951년 09월 21 일 전사. 

권오선(권오선) 

육군, 계급은 상병, 1952년 m월 16일 전사, 주손는 지제면 월산리, 친권자 

권태용. 

권오선(權죠先) • 

육군, 수도사단 기갑연,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244635번, 주소는 지 

제면, 1930년 07월 19일생 , 6.25 참전, 1952년 01월 06일 전사. 

권월용(權月用) 

육군、 제8사단 16연대 、 사병、 계급은 이 병、 군번은 0181777번 、 주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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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면、 1919년 12월 29일생、 6.25 참전、 1951 년 03월 29일 전사. 

권중석(권중석) 

육군, 계급은 병장, 1952년 09월 21 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무왕리, 친권자 

김영례 -

권중석(權{中錫) • 

육군, 수도사단 기갑연,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744568번, 주소는 지 

제면, 1928년 12월 28일생, 6.25 참전, 1952년 09월 27일 전사. 

김뀌영(金貴永) 

육군, 제6사단 7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9742546번, 주소는 지제면, 1935 

년 09월 15일 생, 6.25 참전, 1953년 07월 18일 전사. 

김근균(金根혐) 

육군, 제6사단 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742602번, 주소는 지제면, 

6.25 참전, 1951년 11월 16일 전사, 7연대. 

김명덕(金明德) • 

육군, 계급은 이병, 1953년 02월 18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송현리, 친권자 

손춘희 ‘ 

김석준(김석준) • 

육군, 계급은 병장, 1953년 07월 15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콕수리, 친권자 

김용구. 

김실영(김실영) 

육군, 제6사단, 기타, 계급은 일중, 군번은 742546번, 주소는 지제면 지평 

876, 1931년 02월 26일생, 6.25 참전, 1953년 07월 18일 전사, 강원화천, 

김영식(金榮植) • 

육군, 제 1사단 1사단,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1703807번, 주소는 지제면, 

1928년 05월 13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사단. 

김영호(김영호) 

육군, 계급은 하사, 1951 년 06월 10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콕수리, 친권자 

zJ .Q.. 각= 
LI I l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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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만(김을만)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6월 17일 전사, 주소는 지제연 옥현리, 친권자 

김창석 . 

김을만(金Z簡) --

육군, 제5사단 35연대, 사병 , 계급은 이병, 군번은 0199704번, 주소는 지제 

면, 1932년 05월 10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17일 전사 

김을용(金Z用) 

육군, 제8사단 16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9494번, 주소는 지제 

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6연 대 . 

김인수(김인수)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5월 19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월산리, 친권자 

왕양숙 

김인수(金仁秀) --
육군,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4629번, 주소는 지 

제면, 6.25 참전, 1951년 05월 19일 전사, 13교육대. 

김인영(김인영) 

육군, 계급은 이병, 1951년 05월 17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수곡리, 친권자 

신마금 

김인영(金仁永) • 

육군, 수도사단 기갑연,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44901 번, 주소는 지제 

면, 6.25 참전, 1951년 05월 17일 전사, 기 갑연. 

김종협(金鍾짧) 

육군, 육군직할 12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516번, 주소는 지 

제면, 6.25 참전, 1951년 10월 04일 전사, 12교육대 

김진성(金振성)-이 

육군, 군번 02449----, 1951년 1월 입대, 6.25 참전, 지제면 지평3리 거주, 

묘소지 지평리, 이창구(74)시가 별초하여 주다 지금은 안함, 홀어머니 밑에 

서 남의 집 머슴살이하던 가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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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흉찮짧활. 

6 . 25잠전 전몰용사 김진성 묘소(지제면 지평리 장을) 

김진표(金振杓) • 

육군,계급은 

。} 。 효 
D τi:-o. 

일병, 1 951 년 10월 15일 

김하영(김하영) 

육군, 계 급은 상병 ' 1952년 09월 12일 

신마금. 

김하영(金夏永) 

전사, 주소는 지제변 망미리, 친권자 

전사, 주소는 지제면 수콕리, 친권자 

육군, 수도사단 수도사, 사병, 계급은 병장, 군번은 0244900번, 주소는 지제 

면, 1932년 04월 m일생 , 6.25 참전, 1952년 09월 12일 전사, 수도사. 

김한기(김한기)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 년 07월 04일 

안종산, 

전사, 주소는 지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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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옥(南基玉) -이 

의령인,南김祐의 강男, 육군, 6.25 참전, 지제면 지평리 484번지, 1951년 8 

춘천 전투지역에서 戰死. 육군 제5816부대장 朴林↑틱 통지. 묘소는 월 12일 

잠조가 우거짐 

,, 

' 

(.?j"' )?'. .., 

‘ 6.25참전 전몰용사 남기옥 묘소(지제면 지평리 장골 

노종섭(盧鍾燮) • 

육군, 제7사단 7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900832 번, 주소는 지제면, 

6.25 참전, 1951년 02월 13일 전사, 7사단 

민영순(閔泳淳) 

육군, 제9사단 29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3700310번, 주소는 지제면, 6.25 

참전, 1951년 06월 24일 전사. 

박관식(朴寬植) • 

육군, 계 급은 하사, 1953년 06월 16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옥현리,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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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동. 

박종호(朴鍾錯) 

육군, 수도사단 1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244712번, 지제면 월 

산리, 1929년 09월 28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12일 전사 

박창순(朴昌淳) •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05월 19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일신리, 친권자 

닙L二lλ4 
-, D 。.

박회관(朴熙寬) • 

육군, 계급은 하사, 1952년 12월 10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옥현리, 친권자 

김복용. 

박희종(朴熙鍾) • 

육군, 계급은 하사, 1951년 05월 10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옥현리, 친권자 

Z더나 _._-, p. 

방덕성(방덕성) 

육군, 육군직할 제2훈련, 하사관, 계급은 이 중, 군번은 244624번, 주소는 지 

제면지평, 6.25 참전, 1953년 07월 15일 전사, 금화. 

백면석(白免石) 

육군, 제 15사단 38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0191997번, 주소는 지제면, 

6.25 참전, 1953년 07월 19일 전사, 금화, 

변덕용(邊德用) 

육군, 육군직할 13교육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446번, 주소는 지 

제 면, 6.25 참전, 1950년 08월 30일 전사, 13교육대 

변영후(°i'"榮層) 

육군, 제9사단 30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245511 번, 주소는 지 

제떤 지평3리, 6.25 참전, 1951년 05월 17일 전사, 30연대. 

송현응(宋鉉廳) 

육군, 수도사단 기갑연,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4612번, 주소는 지제 

면, 1929년 11 월 11 일생, 6.25 참전, 1951년 08월 17일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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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희(안복흐|) • 

육군, 계급은 하사, 1953년 12월 31 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무왕리, 친권자 

이간난. 

안성흐|(安뿔照) 

육군、 수도사단 기갑연、 하사관、 계급은 이 중、 군번은 0244566번 、 주소는 

지제면、 1930년 02월 10일생 、 6.25 참전、 1952년 08월 21 일 전사. 

안승식(안승식 )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7월 04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일신리, 친권자 

안종삼. 

안승식(安承植) • 

육군、 제5사단 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610077번、 주소는 지제 

면、 1930년 09월 13일생、 6.25 참전、 1952년 03월 01 일 전사, 

안영욱(安永훌)-이 

의령인, 육군, 지제면 지평리235번지, 1928년 m월 24일생, 6.25 참전, 1951 

년 02월 10일 00지구에서 사망 

우훈명(우명춘)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7월 26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옥현리, 친권자 

우원정. 

우춘명(禹春命) • 

육군、 제 1사단 11연대、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2301548번、 주소는 지 

제변 옥현1리、 6.25 참전 、 1950년 07월 26일 전사、 11 연대. 

유원석(兪元碩) 

육군、 제 1사단 11 연 대 、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911 36번、 주소는 지 

제면、 6.25 참전、 1951년 05월 14일 전사、 11 연대, 

유원순(유원수)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 년 05월 14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월산리, 친권자 

정분옥‘ 

유창륜(兪昌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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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9사단 29연 대、 하사관、 계급은 이상、군번은 1801599번 、 주소는 

지제면、 1929년 01 월 17일생、 6.25 참전、 1951 년 03월 15일 전사. 

윤광옥(윤광옥)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08월 16일 

윤기준. 

전사, 주소는 지제변 수곡리, 친권자 

윤광옥(尹光玉) • 

육군、수도사단 1연 대 、사병、계급은 일병 、 군번은 0244935번、 주소는 지 

제떤、 1931년 08월 11 일생、 6.25 참전、 195 1 년 08월 16일 전사. 

윤태섭(尹泰燮) • 

육군, 계급은 중위, 1953년 05월 14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무왕리, 친권자 

서정희. 

이각종(이각종)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6월 m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망미리, 친권자 

조아기. 

이각종(李표鍾) • 

육군、 수도사단 기갑연 、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44939번、 주소는 지 

제면 지평 1리、 6.25 참전、 1951년 06월 17일 전사. 

이동우(이동우) 

육군, 계급은 이병, 1951년 06월 19일 전사, 주소는 지제변 월산리, 친권자 

조정순. 

이동우(李東雨) • 

육군、 제5사단36연대 、 사병 、 계급은 일병 、 군번은 0244668번、 주소는 지제 

면 、 6.25 참전 、 1951년 05월 17일 전사、 홍천 . 

이명절(이명절) 

육군, 계급은 일병 , 1952년 03월 01 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조아기 

이명철(李明哲) --

일신리,친권자 

육군、 재5사단 35연대、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194214번、 주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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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면、 6.25 참전、 1951년 05월 06일 전사. 

이상범(이상범) 

육군, 계급은 일병, 1952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곡수리, 친권자 

황인순 

이성만(李聖萬) 

육군, 수도사단 기갑연,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699662번, 주소는 지 

제면, 1930년 01월 19일생, 6.25 참전, 1952년 09월 12일 전사. 

이완식(李玩植) 

육군, 제8사단 10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247번 、 주소는 지제 

면、 6.25 참전、 1950년 07월 06일 전사、 10연대. 

이장범(이장범)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월산리, 친권자 

이계태. 

이장범(李長範) --
육군、 수도사단수도사、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546번、 주소는 지 

제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수도사. 

이종근(이종근) 

육군, 제5사단, 사병, 일병, 군번 199753, 양평 진동 일신, 1930년 10월 21일 

생, 6.25 참전, 1951년 05월 30일 전사 

이종금(이종금) 

육군, 계급은 이병, 1951년 07월 03일 전사, 주소는 지제연 수곡리, 친권자 

김종순. 

이종보(李鍾南) • 

육군, 계급은 하사, 1952년 08월 04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태평리, 친권자 

이범재 . 

이좌영(이좌영) • 

육군, 계급은 병장, 1950년 08월 15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무왕2리, 친권자 

이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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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좌영(李뾰永) 

육군, 제 11사단 13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2502943번, 주소는 지 

제면, 6.25 참전, 1950년 08월 15일 전사, 13연대. 

이좌영(李佑永) 

육군、 제1사단 15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2502943번、 주소는 

지제면、 1930년 01월 15일생、 6.25 참전、 1950년 08월 15일 전사. 

임참규(임창규) 

육군, 계급은 병장, 1951년 10월 16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일신리, 친권자 

곽용길. 

임장규(林昌圭) • 

육군, 제5사단 35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199370번, 주소는 지 

제면면, 1930년 09월 21 일생, 6.25 참전, 1952년 06월 30일 전사, 고성. 

임창옥(임창옥) 

육군, 계급은 일병, 1952년 11월 m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수곡리, 친권자 

김옥환. 

정영희(정영흐|) 

육군, 수도사단,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7801208번, 주소는 지제면면 

콕수, 1924년 07월 02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03일 전사, 고성. 

정영희(鄭榮熙) 

육군、 육군직할4863부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7801108번、 주소는 

지제면면、 6.25 참전、 1951년 06월 03일 전사. 

정주훈(鄭柱薰) 

육군, 육군직할1훈,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34459번, 주소는 지제연,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훈. 

정창수(정창수) 

육군, 수도사단수도사,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2451 번, 주소는 지제 

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수도사 

정학관(정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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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중사, 1950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곡수리, 친권자 

이원길. 

조영복(조영복) 

육군, 계급은 병장, 1952년 m월 01 일 전사, 주소는 지제연 망미2리, 친권자 

박순화. 

조영복(曺永福) • 

육군, 제6사단2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0600446번 , 주소는 지제 

면 망미2리, 1931년 08월 26일생, 6.25 참전, 1952년 01월 m일 전사, 2연대. 

진무출(진무출) 

육군, 제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7801361 번, 주소는 지제면 곡수 

리, 6.25 참전, 1951년 01월 01 일 전사. 

최경환(崔慶像) 

육군, 제3사단 3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3128번 , 주소는 지제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3사단. 

최금영(崔金永) 

육군、 수도사단 기갑연、 사병、 계급은 일병 、 군번은 0244888번、 주소는 지 

제 면 、 6.25 참전 、 1951년 10월 12일 전사. 

최기섭(崔基燮) • 

육군, 계급은 일병, 1954년 01월 22일 전사, 주소는 지제변 태평리 , 친권자 

최만복. 

최병구(崔炳九) 

육군, 제6사단 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742530번, 주소는 지제면, 

6.25 참전, 1951년 10월 15일 전사. 

최선재(崔善在) • 

육군, 계급은 병장, 1952년 09월 14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수곡리, 친권자 

이간난. 

최영만(崔永萬) 

육군, 제1사단 1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502940번, 주소는 지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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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1953년 02월 26일 전사, 개 성 . 

최전영(崔全永) • 

육군, 계급은 상병 , 1951년 10월 12일 

박간난. 

전사, 주소는 지제면 수곡리 , 친권자 

최호영(崔好永) 

육군, 수도사단 수도사,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4889번, 주소는 지제 

면, 1926년 10월 26일생, 6.25 참전, 1951년 03월 31 일 전사 

한건섭(한건섭)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8월 26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김봉순. 

한건섭(韓建燮) • 

태평리,친권자 

육군, 육군직할 육직,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4788번, 주소는 지제면, 

6.25 참전, 1951년 08월 26일 전사. 

한봉성(韓鳳成) 

육군, 제6사단 7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35369번, 주소는 지제면, 

6.25 참전, 1951년 05월 03일 전사, 7연대. 

함광렬(韓光烈) • 

육군, 계 급은 이 병 ' 1952년 12월 30일 

김간난. 

전사, 주소는 지제면 곡수리, 친권자 

합광복(함광복)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8월 07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신희순. 

합광복(風光福) 

곡수리,친권자 

육군, 제8사단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62619번, 주소는 지제면, 

6.25 참전, 1951년 04월 07일 전사, 8육병. 

합광옥(합공옥)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09월 14일 

신희순. 

전사, 주소는 지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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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광옥(없光玉) • 

육군, 제7사단 5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200676번, 주소는 지 제 

면, 1928년 02월 02일생, 6.25 참전, 1951년 09월 14일 전사, 인제. 

허용복(허용복) 

육군, 계급은 이병, 1953년 전사, 주소는 지제면 송현리, 마야권. 

친권자 흥복남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2월 04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월산리, 친권자 

홍경순. 

흥복남(洪福男) • 

육군, 제2사단 2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1110841 번, 주소는 지제면 

월산2리, 1925년 12월 23일생, 6.25 참전, 1951년 02월 04일 전사. 

황금전(賣今天) • 

육군, 계급은 이병, 1950년 03월 12일 전사, 주소는 지제면 곡수리, 친권자 

황석흥. 

황금출(黃金버) 

육군, 수도사단 1연대,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49987번, 주소는 지제 

면, 창군기, 1950년 06월 10일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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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면 전사자 

아래 명단은 양명군 청운면 용두러 산1-1번지 현충탑에 각자된 6.25참전 

천몰용사 62명의 명단이다. 여기서 성명 앞에·표가 있는 것은 아래 전사 

자 명단에 있고 성명 앞에 ·표가 없는 것은 전사자 명단에 없다. 

(가나다순) 권복신 상병, • 길인성 일중, 김경선 일병, • 김도영 일병, 김 

돌석 국민명, ·김동진 일병, 김수환 국민병, 김용린 이병, 김응선 하사, 

김재환 일병, • 김종관 일병, • 김진흥 일병, • 김흥관 일병, • 남궁협 상병 , 

남궁협 이병, ·동해수 하사, 민영진 미중, ·박기배 상병, ·박기호 정방, 

박남수 일병, • 박대선 일병, 박배호 상병 , • 박유석 일병, 박종완 소령, 박 

한순 일병, ·배성남 하사, 성재연 일병, 신정석 하사, ·양채웅 일병, ·양 

희환 하사, 오배근 일병, ·오정규 하사, ·유근훈 이병, ·유명렬 이중, 윤 

동근 하사, ·이경재 이병, 이근영 이병, ·이금용 일병, 이봉남 일병, 이성 

록 하사, • 이용상 일중, • 이일성 이중, 이자선 일병, • 이희각 일병, • 이희 

상 병장, 정지흥 해병대 상병, • 정해봉(순봉) 일병, 조동국 일병, • 조명 

준 하사, 조성학 이중, ·지찬일 하사, ·최대학 이병, 초|동후 이병, ·최성 

구 일병, ·초|승전 이병, 최영환 일병, ·초|흥식 일병, 한상호 순경, ·한영 

식 일병,합재선 일병. 허 절 이병, 홍순일 하사 

=; 총 62명 중 32명만 아래 명단에 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확학신 영령이사억 영전의 

얀석처를 연민의 정성으로 모λl 오니 고。l 잠드소석 

1984. 6. 6 

정운면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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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갑(吉호갑) 

육군, 수도사단, 하사관, 계급은 일상, 군번은 7800081 번, 주소는 청운면 신 

론리, 6.25 참전, 1952년 08월 06일 전사, 금화원동. 

길인성(吉仁成)-이 • 

해평인, 판元南의 독자, 청운면 다대리, 6.25 참전, 전사, 용두리 길기현씨 

묘소 관리. 

김도영(김도영) 

경주인, 김을출의 차남, 육군, 계급은 일병, 1952년 03월 14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여물리. 

김도영(金道永) •• 

육군, 육군직할 36육병,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0245418번, 주소는 청운, 

1931년 09월 16일생, 6.25 참전, 1951년 02월 29일 전사. 

김동진(金東振) • 

육군, 제9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415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0년 6월 25일 전사. 

김봉식(金鳳植) 

육군, 계급은 상병, 1952년 09월 20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갈운리, 친권자 

김흥서 . 

김양수(金良洙) 

육군, 제8사단 16연대, 사병 ,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47388번, 주소는 청운 

변, 6.25 참전, 1951년 04월 14일 전사. 

김용권(김용권) 

육군, 계급은 일병 , 1951년 02월 10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갈운리, 친권자 

김옥희 . 

김용복(金龍福) 

육군, 제9사단 28연대 ,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8826557번, 주소는 청운 

면 갈운3리, 1931년 11월 06일생, 6.25 참전, 1952년 12월 13일 전사, 금화. 

김용준(金龍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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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 12사단 12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3025번, 주소는 청운 

면, 6.25 참전, 1951년 09월 15일 전사, 12사단 

김응선(김응선) •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11월 24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신론리, 친권자 

임소사. 

김종관(金鍾寬) • 

육군, 제5사단 36연대,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44671번 , 주소는 청운 

면, 6.25 참전, 1951년 08월 07일 전사. 

김종한(김종한) 

육군, 계급은 상병, 1952년 06월 24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다대리, 친권자 

z1 조브L드드 
0 I -, 

김종환(金鍾燦) • 

육군, 육군직할 헌병사,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5756번, 주소는 청운 

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헌병사. 

김진흥(金振興) • 

육군, 제3사단 3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306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1년 02월 06일 전사, 3사단. 

김홍관(金鴻寬) • 

육군, 제 l사단 12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5703397번, 주소는 청 

운면, 6.25 참전, 1951년 05월 21 일 전사. 

김흥관(金續寬) 

육군, 제3사단 23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7725번, 주소는 청운 

면, 6.25 참전, 1951년 03월 m일 전사, 23연대. 

김흥식(김흥식)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신론리, 친권자 

최종구. 

김홍진(金鴻鎭) 

육군, 제 1사단 1사단, 사병, 계급은 병장, 군번은 1101948번, 주소는 청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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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06월 08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30일 전사, 1사단. 

남궁협(南宮짧)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5월 11 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용두리, 친권자 

임희순. 

동해수(동해수)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8월 25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신론리, 친권자 

동순화. 

동해수(童海水) •• 

육군, 제8사단 10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43721 번, 주소는 청운 

연, 6.25 참전, 1951년 08월 28일 전사. 

박기배(박배기) • 

육군, 계급은 병장, 1951년 03월 27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가현리, 친권자 

박대수. 

박기호(朴基鎬)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9월 20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갈운리, 친권자 

박기석, 

박남수(박남수) •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07월 23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갈운리, 친권자 

t!l-고L 。
「 。 τ!: . 

박대선(朴大善) • 

육군, 제3사단 22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33119번, 주소는 청운 

면, 6.25 참전, 1950년 12월 01 일 전사, 22연대. 

박대선(朴大善) 

육군,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병장, 군번은 0245322 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1년 12월 01 일 전사, 8사단 

박대현(朴大鉉) 

육군, 제3사단 3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8101574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0년 07월 14일 전사, 영 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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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朴明善) 

육군, 제3사단 18연 대 , 사병, 계급은 일병, 군변은 2704204번, 주소는 청운 

면, 1 926년 03월 18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8연대. 

박명선(朴明善) 

육군, 제3사단 22연 대 ,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245321 번, 주소는 청 

운면, 1927년 04월 08일생, 6.25 참전, 1 951 년 05월 m일 전사, 22연 대. 

박배원(朴培遠) • 

육군, 계급은 이병, 1951년 08월 21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가현리, 친권자 

박치영. 

박유석(朴有錫) •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10월 30일 전사, 주소는 청운연 삼성리 , 친권자 

박춘용, 

박유식(朴有植) • 

육군,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1707068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0년 10월 30일 전사, 풍양. 

박한순(朴漢淳) 

육군, 제3사단 23연대, 사병, 일병, 군번 0245363, 양평 청운, 6.25 참전, 

1951 년 05월 10일 전사 

박향순(박한순) 

육군, 계급은 일병, 1952년 04월 20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여물리, 친권자 

박재원, 

배보영(裵普泳) 

육군,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5939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1년 02월 04일 전사, 6사단. 

배성남(裵成南) • 

육군, 수도사단 1연대 ,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244않4번, 주소는 청운 

면, 1 925년 12월 21 일생, 6.25 참전, 1951년 07월 24일 전사. 

손영택(孫榮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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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4305번, 주소는 청운떤, 

6.25 참전, 1951년 02월 06일 전사, 6사단. 

신재학(辛在學) 

육군, 제6사단 7연대, 사병 ,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3024 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3년 m월 03일 전사, 7연대. 

안승근(이승근)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9월 23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비룡리, 친권자 

안삼봉. 

안승근(安承根) • 

육군, 제5사단 36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244605번, 주소는 청 

운면, 1931년 09월 08일생, 6.25 참전, 1951 년 09월 23일 전사 

양소환(聚昭뚫) •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11월 16일 전사, 주소는 칭운면 신론리, 친권자 

양영환 

양재웅(梁在雄) • 

육군, 계급은 일병, 195 1 년 05월 16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신론리 , 친권자 

양성실. 

앙회환(聚熙候) • 

육군, 수도사단 기갑연,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0244685번, 주소는 청운 

면, 1 931년 07월 03일생, 6.25 참전, 1951 년 11월 16일 전사, 기갑연 

오정규(吳正奎) 

육군, 제9사단 28연 대 , 사벙, 일병, 군번 0114545, 양평 청표, 6.25 참전, 

1951 년 06월 22일 전사 

오정규(吳正奎) •• 

해주인, 오의식 독자, 육군, 계급은 상병, 1951 년 06월 27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갈운l리 , 친권자 모친 이소사. 

유근훈(柳根春) • 

육군, 제5사단 5사단, 사병, 계급은 일 병, 군번은 0244606번, 주소는 정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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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1951년 06월 1 9일 전사, 5사단. 

유명렬(柳平烈)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5월 20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도원리, 친권자 

유월용. 

유명열(柳平烈) 

육군, 제7사단 5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0199142번, 주소는 청운 

변, 1931년 12월 05일생, 6.25 참전, 1952년 05월 30일 전사 

윤병근(尹炳根) 

무송인, 尹짜젠의 독자,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11월 20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갈운1 리, 친권자 윤동부. 

이경봉(이경봉) 

육군, 제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347721 번, 주소는 양평 청운면 

가현리, 6.25년, 1951년 05월 19일 전사. 

이경재(미경재)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4월 29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가현리, 친권자 

이응록. 

이경재(李慶宰) 

육군, 계급은 일병, 1950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회현리430, 친 

이경재(李慶宰) • -

육군,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8721 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1년 05월 19일 전사, 8사단. 

이금용(이금용) 

육군, 계급은 이병, 1951년 04월 21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가현리, 친권자 

이덕성. 

이금용(李今用) • 

육군, 제3사단 3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7727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1년 04월 05일 전사, 3사단 

이만식(이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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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10월 05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비룡리 , 친권자 

이간성. 

이만식(李萬植) • 

육군, 육군직할 1훈,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30777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1년 05월 04일 전사, 1훈. 

이만식(李萬植) 

육군, 육군직할 1훈,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4546번, 주소는 정운변, 

6.25 참전, 1951년 07월 m일 전사, 1 훈. 

이만용(李萬容) • 

육군, 계급은 이병, 1951년 03월 14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용두리, 친권자 

이영재 . 

이상안(李相安) 

육군, 제8사단 8사단,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402681 번, 주소는 청운면, 

1933년 08월 10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18일 전사. 

이선각(李善표) 

육군, 제 11사단 13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5758번, 주소는 청운 

면, 창군기 ' 1950년 05월 25일 전사, 13연 대 . 

이선상(李善尙) 

육군, 제 11사단 13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2503213번, 주소는 청 

운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3연 대 . 

이순구. 

이원식의 4남, 육군, 계급은 상병, 1952년 05월 25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다대 1 리, 친권자 이순복. 

이용상(이용상) 

육군, 계급은 병장, 1951년 03월 15일 전사, 주소는 청운변 비룡리, 친구너 

자 이명래. 

이용상(李容常) •• 

육군, 제7사단 5연대, 계급은 일중, 군번은 2104146번, 주소는 청운면,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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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05월 04일 생, 6.25 참전, 1951년 01월 14일 전사. 

이일성(李一成) • 

육군, 수도사단 기갑연, 하사관, 계급은 이 중, 군번은 0244576번, 주소는 청 

운면, 6.25 참전, 1952년 09월 29일 전사. 

이자보(李慧補) --
육군, 계급은 일병, 1953년 06월 23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비룡리, 친권자 

김순배. 

이종만(李鍾萬) 

육군, 제6사단 7연대, 하사관, 이 중, 군번 1101579, 양평 청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7연 대 

이종숙(이종숙) 

육군, 계급은 상병, 1953년 06월 07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다대리, 친권자 

이종복. 

이훈배(李春培)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4월 26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비룡리, 친권자 

이규한. 

이형배(李亨培) • 

육군, 계급은 일병, 1953년 08월 20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비룡리, 친권자 

이규성. 

이희각(이희각)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7월 10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용두리, 친권자 

신석화. 

이희악(李喜표) •• 

육군, 제 11사단 13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9231 번, 주소는 청운 

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3연대 .. 

이희상(李喜常) • -

육군, 제 11사단 13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5757번, 주소는 청운 

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3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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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이희성)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5월 11 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용두리, 친권자 

7-l 고)._Q_ 
L」。-, . 

이희종(李홉宗) 

육군, 제 11사단 13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2503236번, 주소는 청운 

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3연 대 

정순봉(鄭淳奉) =海奉 • 

육군, 제5사단27연대, 사병 ,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44707번, 주소는 청운면, 

1931년 08월 01 일생, 6.25 참전, 1951년 06월 06일 전사. 

정영진(丁榮鎭) 

육군, 제2사단31 연대, 사병 , 계급은 이병, 군번은 9351640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3년 07월 10일 전사. 

조명준(조명준) • 

육군, 계급은 상병, 1966년 12월 22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다대리, 친권자 

조산용. 

조홍구(趙洪九) 

육군, 제5사단5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199179번, 주소는 청운면, 

1926년 07월 08일생, 6.25 참전, 1951년 05월 07일 전사, 홍천. 

조흥환(曺紅煥) 

육군, 제3사단3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4544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1년 04월 04일 전사, 3사단. 

지찬일(池燦一) •• 

육군, 계급은 상병, 1951년 07월 16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용두리, 친권자 

송영희. 

최대학(崔大學) ••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7월 10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용두리 , 친권자 

최학용, 

최성구(초|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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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급은 일병, 1951 년 12월 15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여물리, 친권자 

최용손. 

최성구(崔成九) •• 

육군, 제6사단 2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600265번, 주소는 청운면, 

1929년 12월 22일생, 6.25 참전, 1951년 10월 19일 전사. 

최승전(崔承天) • 

육군, 제7사단 5연대, 사병, 계급은 이병, 군번은 0251424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1년 05월 18일 전사. 

최한식(崔完植) 

육군, 육군직할 4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7787번, 주소는 청운 

면, 6.25 참전, 1951년 09월 13일 전사, 4연대. 

최윤성(崔允星) 

육군, 제9사단 30연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350449번, 주소는 청 

운면, 1932년 07월 15일생, 6.25 참전, 1953년 07월 16일 전사. 

최한구(최한구) 

삭녕인 최우경의 5남, 육군, 계급은 병장, 1951년 06월 25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다대리, 친권자 최준구 

최항구(崔현九) • 

육군, 제 1사단 1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5759번, 주소는 정운면, 

창군기 ' 1950년 05월 25일 전사, 1사단. 

최흥식 (崔弘植)= 洪植? • 

육군, 제6사단 6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26593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6사단. 

최환구(崔桓九) 

육군, 제 11사단 13연대, 하사관, 계급은 이중, 군번은 2503237번, 주소는 청 

운면,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13연대. 

한영석(한영석) 

육군, 계급은 일병, 1951년 09월 27일 전사, 주소는 청운면 가현리,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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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성. 

한영식(韓英植) •• 

육군, 제3사단 23연대,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2345번, 주소는 청원, 

6.25 참전, 1951년 07월 09일 전사. 

한전세(韓天世) 

육군, 제3사단 3사단, 사병, 계급은 일병, 군번은 0344011 번, 주소는 청운면, 

6.25 참전, 1950년 12월 01 일 전사, 3사단. 

합재선(盧在善)* 

육군, 수도사단 기갑연, 사병, 일병, 군번 0244761, 청운면, 1928년 06월 10 

일생, 창군기, 1950년 05월 17일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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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해군 • 해병대 전사자 

김교인(金敎仁) 

해군, 계급은 일병, 1952년 12월 04일 전사, 주소는 개군면 공세리 135, 친권 

자 김정구. 

김장학(金昌學) 

해군, 해군 701 정,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8104011 번, 주소는 양평군 

두성 (?), 6.25 참전, 1950년 06월 28일 전사, 동해 . 

남상억(南相憶) • 

해병, 해병대 1대대,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9208872번, 주소는 양평군 

서종면, 수입, 6.25 참전, 1951년 03월 08일 전사, 영월. 

박임재(朴王在) 

해병, 해병대 8089부대, 사병, 계급은 상병, 군번은 9211211 번, 주소는 양평 

군 단월면, 1927년 07월 02일생, 6.25 참전, 1952년 10월 04일 전사, 장단. 

백완기(白完基) • * 
육군, 백마 백마, 하사관, 계급은 중사, 군번은 80087457번, 주소는 용문, 

1945년 02월 14일생, 월남전, 1969년 m월 21 일 전사, 월남. 

안경희(安京熙) 

해병, 해병대 김부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100312번, 주소는 양평 

군 양동면, 6.25 참전, 1950년 08월 19일 전사, 통영. 

최영일(崔永日) • 

경주인, 최직현의 차남, 육군 해군, 계급은 일병, 6.25 참전, 1953년 06월 28 

일 전사, 주소는 개군면 자연리 100, 친권자 조금산, 

최준우(崔俊禹) 

해군, 해군 704함,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5100435번, 주소는 양평군 

- 493 -



한국 전 쟁 楊平띠~쩍L史1!11:]-

양동면, 6.25 참전, 1951년 12월 26일 전사, 원산. 

흥순채(洪淳솟) 

해병, 해병대 5대대, 하사관, 계급은 하사, 군번은 9209091 번, 주소는 
양평 

군 남변, 6.25 참전, 1952년 10월 29일 전사,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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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경찰 전사자 

강기형(姜起뿔) 

경찰, 계급은 경사, 서울특별시경찰국 성동, 주소는 양평군 강하면, 1921년 

m월 23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서울에서 . 

권용섭(權用燮) 

경찰, 계급은 경사, 서울특별시경찰국 서대문, 주소는 양평군 양평면, 1919 

년 12월 15일생, 6.25 참전, 1950년 08월 20일 전사, 평택에서. 

김동열(김동열) 

경찰, 계급은 순경, 1950년 07월 27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229, 친권 

자 이 영례. 

김만종(金萬鍾) 

경찰, 계급은 순경, 서울특별시경찰국 서울성동, 주소는 양평군 지제면면, 

1920년 03월 25일생, 대침투, 1955년 07월 17일 전사, 마천에서. 

김용절(金容喆) 

경찰, 계급은 경사、 서울특별시경찰국 성동、 주소는 양평군 옥천면、 1917 

년 02월 21 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서울에서 . 

김재희(金在照) 

경찰, 계급은 경사, 경기도경찰국 양평, 주소는 양평군 양평면, 1927년 07월 

16일생, 6.25 참전, 1950년 07월 02일 전사, 양평에서. 

김후봉(金後峰) 

경찰, 계급은 순경、 서울특별시경찰국 종로、 주소는 양평군 양평면, 주월、 

1924년 04월 28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8일 전사、 서울에서 . 

박경호(박경호) • 

경찰, 계급은 순경, 1951년 08월 26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공흥리261,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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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소순. 

박귀석(朴貴石) 

경찰, 계급은 경사, 경기도경찰국 양평, 주소는 양평군 양평면 오빈리211, 

친권자 한남선, 1904년 08월 12일생, 6.25 참전, 1950년 09월 20일 전사, 양 

평 오양. 

박인배(朴嚴培) 

경찰, 계급은 경사, 충청북도경찰국 청주, 주소는 양평군 서종, 1919년 12월 

09일생, 6.25 참전, 1951년 m월 07일 전사, 단양에서. 

서상석(徐相錫) 

경찰, 계급은 경사, 철도경찰 철도경찰, 주소는 양평군 양평면, 1923년 08월 

31 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개선. 

서종석(徐훌觸) 

경찰, 계급은 순경, 서울특별시경찰국 중구, 주소는 양평군 양평면, 1919년 

10월 24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5일 전사, 서울. 

엄기섭(嚴起燮) 

경찰, 계급은 경사, 경기도경찰국 양평, 주소는 양평군 용문변, 1912년 05월 

19일생, 6.25 참전, 1950년 07월 28일 전사, 광주. 

오희경(吳熙景) 

경찰, 계급은 순경, 경기도경찰국, 광주, 주소는 양평군 양평면, 1907년 07 

월 12일생, 6.25 참전, 1950년 07월 30일 전사, 광주. 

이달영(李達永) 

경찰, 계급은 경사, 서울특별시경찰국 종로, 주소는 양평군 옥천면, 1925년 

04월 09일생, 6.25 참전, 1950년 06월 28일 전사, 서울한강. 

이병태(李炳泰) • 

경찰, 계급은 경사, 경기도경찰국 양평, 주소는 양평군 양평면 도곡리297, 

친권자 박광복, 1919년 02월 10일생, 6.25 참전, 1950년 07월 05일 전사, 양 

펴 
U ‘ 

미영연(李榮季) 

경찰, 계급은 경사, 지전사 지전사, 주소는 양평군 옥천변, 1925년 03월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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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25 참전, 1951년 09월 13일 전사. 

이익재(李益在) 

경찰, 계급은 순경, 서울특별시경찰국 영등포, 주소는 양평군 양평면, 1925 

년 03월 13일생, 6.25 참전, 1950년 08월 29일 전사, 천안. 

이재현(李載鉉) 

경찰, 계급은 경사, 철도경찰 철도경찰, 주소는 양평군 양동면, 1921년 02월 

20일생, 6.25 참전, 1951년 03월 26일 전사, 순천봉림 . 

정익준(鄭익짧) 

경찰, 계급은 순경, 경기도경찰국 양평, 주소는 양평군 양평면, 1925년 05월 

15일생, 6.25 참전, 1950년 07월 02일 전사, 양평. 

조규혁(曺圭鏡) 

경찰, 계급은 경사, 경기도 경찰국인?, 주소는 양평군 양서면, 1919년 05월 

03일생, 6.25 참전, 1950년 07월 25일 전사, 여주. 

조릉원(趙興元) • 

경찰, 계급은 경사(순경?), 경기도경찰국 양평, 주소는 양평군 양평면 도곡 

리 120, 1924년 09월 02일생, 6.25 참전, 1950년 07월 20(02) 일 전사, 양평. 

주혜학 ±락 • * 
경찰, 계급은 순경, 1954년 08월 14일 전사, 주소는 양평면 양근리 190, 친권 

자주정자. 

최영윤(崔永允) 

경찰, 계급은 경사, 경기도경찰국 양평, 주소는 양평군 지제면 망미리, 친권 

자 최인균, 1924년 07월 m일생, 6.25 참전, 1950년 07월 04일 전사, 광주, 

한상호(韓相虎) 

경찰, 계급은 경사, 경기도경찰국 양평, 주소는 주소는 양평군 청운면, 1928 

년 07월 03일생, 6.25 참전, 1950년 08월 20일 전사, 칠곡왜관. 

한익준(韓益짧) 

경찰, 계급은 경사, 경기도경찰국 양평, 주소는 양평군 양평면, 1928년 05월 

15일생, 6.25 참전, 1950년 07월 02일 전사, 양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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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군속 기 타 전사자 

고계백 • 

군속, 1951. 08. 24. 양평 면 양근리410 김 덕 금 

?|도요~ 
C그 ζ그 E므 

노무자, 강상변 화양리 , 친권자 박애수 

임금산 . 

군속, 1951. 08. 20. 양평면 양근리276 이 씨 

이릉수 . 

고원, 1952. 06. 10. 양평 면 신애 리 643 안 씨 

이종익 • 

방위군, 1951. 12. 26. 양평면 신애리540 이영선 

허원 . 

노무원, 1951. 06. 13. 서종면 정 배 리 91, 친권자 윤영희 

원인흐| • 
노무자, 1951. 11. 20. 단월면 봉상리 106 , 친권자 이아지 

신언진 • 

노무자, 1953. 03. 19. 덕수리438 친권자 신태 인 

변해동 . 

노무자, 양동면 금왕리,친권자 이채옥 

이성범 

노무자, 양서면 용담리, 친권자 이학진 

이제창 . 

노무자, 1951. 04. 20. 개군면 주읍리 136 이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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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 전사자 

김용강(金容康) • 

육군、 맹호、 장교、 소령、 군번 245282 、 주소 옥천떤、 1943년 10월 03일 

생 、 월 남전 、 1972년 04월 20일 전사 

김윤기(김윤기) 

육군, 맹호(수기사1기갑), 사병, 병장, 군번 11552802, 용문면 화전리 1248, 

1945년 11월 23일생, 월남전, 1967년 04월 15일, 월남국 

김정섣(김정선) 

육군, 백마(9사단), 하사관, 하사, 군번 11423094, 양평 도곡리788, 1944년 

12월 17일생 , 월남진, 1966년 12월 09일, 월남국 

김정용(金政龍) 

해병, 해병제2여단 청룡, 하사관, 하사, 군번 7217167, 양평, 1947년 06월 

10일, 월남전, 1967년 05월 16일, 월남 

김호수(金好洙) 

육군, 맹호, 하사관, 하사, 군번 11975553, 개군면, 1947년 07월 04일생, 

월남전, 1970년 07월 20일, 월남 

노병훈(盧炳뼈) • 

육군, 맹호 맹호, 장교, 대위, 군번 247766, 양서면, 1946년 09월 20일, 

월남전, 1970년 12월 03일 , 월남 

박구재(朴龜在) 

해병, 해병제2여단 청룡, 사병, 상병, 군번 9326513, 단월면, 1945년 03월 

16일생, 월남전, 1968년 02월 10일, 월남 

서진구(徐進뚫) 

해병, 해병 제2여단 청룡, 사병 , 상병, 균번 9318788, 양평읍, 1 945년 1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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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 월남전, 1966년 11 월 14일, 월남 

신지흐(신지호) 

육군, 맹호(수기사l 기갑), 사병, 일병, 군번 11746971, 강하면 전수리 189, 

1946년 09월 10일생, 월남전, 1967년 12월 24일, 월남국 

신현한(申鉉完) • 

육군, 맹호 맹호, 하사관, 중사, 군번 80076605, 양동면, 1948년 07월 

05일생, 월남전, 1970년 04월 06일, 월남 

이강표(이강표) • 

육군, 맹호(수기사1 연대), 하사관, 하사, 군번 11490600, 단월면 봉상리, 

1944년 07월 04일, 월남전, 1967년 09월 11 일, 월남국 

이기삼(이기삼) 

육군, 맹호 맹호, 사병, 상병, 군번 11438935, 강하면, 1942년 10월 15일생, 

월남전, 1966년 03월 01 일, 월남 

이영복(李榮福) • 

육군, 맹호 맹호, 하사관, 하사, 군번 12074047, 양평읍, 1949년 09월 

03일생 , 월남전, 1972년 08월 06일, 월남 

이종설(李鐘廣) .± 
육군, 십자성 십자성, 하사관, 하사, 군번 11554238, 양평읍, 1945년 01월 

15일생, 월남전, 1968년 06월 09일, 월남 

장경만(張景萬) 

육군, 백마백마, 장교, 소령, 군번 142663, 용문면, 1933년 05월 24일생, 

월남전, 1967년 07월 02일, 월남 

정병상(鄭炳相) • 

육군, 백마백마, 사병, 병장, 군번 11766977, 양동면, 1945년 03월 04일생, 

월남전, 1969년 03월 21 일, 월남 

정지롱(鄭地없) • 

해병, 해병제2여단청룡, 사병, 일병, 군번 9338509, 정운면 , 1946년 12월 

24일생, 월남전, 1968년 04월 05, 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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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용(홍성용) • 

육군, 백마(9사30연 대), 사병, 병장, 군번 11352143, 서종 수입523, 1940년 

1 2월 27일생, 월남전, 1967년 08월 19일, 월남국 

홍순일(흥순일) • 

육군, 백마(9사29연 대), 사뱅, 병장, 군번 11489577, 청운떤 갈운724, 1943년 

11월 10일생 , 월남전, 1967년 11월 07, 월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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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 .부 

딛를평으l 6:.~25사변 t피학살l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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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면 피살자 

=• 총계 27명 피살 
고동환(高東煥) 

남, 42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면 마룡리 거주 

고봉환(高逢煥) 

남, 30세, 공무원, 1950년 8월 17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면 덕수리 거주 

고중환(高重煥) 

남, 62세 , 농업, 1 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면 마룡리 거주 

김봉전(金鳳千) 

남, 27세, 농업 ,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면 교평리 거주, 제 

김봉득 

김영구(金永九)-이 

남, 28세 ,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상면 화양리239 

신고막(辛敎莫) 

남, 34세, 농업 ,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면 신화리254번지 

거주 

신고영(辛敎英)-이 

남, 34세, 농엽, 1918년 10월 24일생 , 1 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 

상면 신화리254번지, 子 건택 

신고진(辛敎鎭)-이 

남, 28세, 농업, 1925년 4월 6일생, 1 950년 9월 ,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 

면 신화리 거주, 형 신교춘 

신만흐|(辛萬熙)-이 

남, 34세, 농업 , 1 919년 1월 21 일생,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 

상떤 신화리 , 了 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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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한(辛世漢) 

남, 28세 , 공무원,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면 송학리 거주 

신영훈(辛榮薰)-이 

남, 1 9 18년 4월 29일생, 1950년 9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상면 신화리 

신종훈(辛宗薰)-이 

남, 33세, 농업 , 1 950년 9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상면 신화리 거주 

신희동(辛熙東) 

남, 22세 , 서기 , 1 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연 송학리 거주 

심승무(沈承武) 

남, 34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변 신화리 거주, 子

심옥래 

윤교풍(윤교풍)-이 

남, 강상변 화양리 거주 

윤택섣(윤택선 )- <J 

남, 강상변 화양리 거주 

이근선(李根仙) 

남, 35세, 농업 , 1 950년 9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상면 송학리 거주, 삼 

촌 이남훈 

이근쇠(李根훌IJ) 

남, 41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변 신화리 거주, 子

이장훈 

이근풍(李根豊) 

남, 30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면 송학리 거주 

이용절(李容澈) 

냥, 22세, 철도국원, 1950년 9월 15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지제변변 무왕리 

거주 

이재봉(李在奉) 

냥, 37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면 대석리 1 67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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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李在完) 

남, 45세 농엽,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면 송학리 151번지 

거주 

이창훈(李昌薰)-이 

남, 34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상변 신화리, 子 이봉 

구 

이태응(李泰應) 

남, 42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상면 송학리512번지 

거주 

이항구(李힐九) 

남, 24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상면 신화리 거주 

장장근(張昌根) 

남, 44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면 교평리 거주 

정준용(鄭짧容) 

남, 41 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상변 화양리 거주, 父

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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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면 피학살자 

=추총계 39명 피살 

강성낙(姜聲洛)-樂 

남, 26세, 농업, 대 한청년단,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성 

덕 리 거주 

강응수(姜應洙) * 

남, 26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성덕리 거주, 兄

강학수 

곽노환(郭흉燦) 

남, 28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성덕리 거주, 자 

곽성진 

권대복(權大福) 

남, 35세, 농엽,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3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전 

수리685 거주, 제 권재철 

김복만(김복만)-이 

남, 강상면 교평2리 , 6.25 피살자 

권용섭(權龍燮) 

납, 34세, 경관, 1950년 8월 30일 여주에서 피살, 강하면 대평리 거주 

김덕수(金德泳) 

냥, 29세, 노동,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왕창리 거주 

김수근(金壽根)-이 

남, 37세, 농업 ,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3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하면 왕 

창리 거주 

김착은(김작은)-이 

남, 자 김정철, 강하면 전수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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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원(朴商元) 

남, 39세, 노동,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항금리352 거주 

박종서(朴睡觸) 

남, 37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왕 

창리 거주, 자 박찬영 

몽릉선(奉興先) 

남, 25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항금리 거주 

신고용(신고용)-이 

남, 강상면 신화1 리, 6.25 피살자 

신고준(신교준)-이 

남, 강상변 신화1 리, 6.25 피살자 

신만희(신만흐|)-이 

남, 강상면 신화1리, 6.25 피살자 

심경섭(沈慶燮) 

남, 27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항금리 거주 

심규섭(沈圭燮) 

남, 33세, 노동,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3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항 

금리 거주, 심하식 

심상섭(沈尙燮)-이 

남, 27세, 농업, 대한청년단원, 1950년 9월 13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하면 

항금리 

심한섭(沈짧燮) 

남, 35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3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왕 

창리 거주, 조카 심재갑 

여릉구(呂興九)-이 

남, 40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3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하면 왕 

창리 거주 

오흥구(吳興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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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40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왕창리 거주 

우하명(禹下옮) 

남, 24세, 군인, 1950년 8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옥현리 거주 

미계풍(李桂園) 

남, 22세 학생,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항금리 거주 

이수근(李壽根) 

남, 37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왕창리 거주 

이한수(李完洙) 

남, 22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항금 

리 거주 

이윤수(李允洙) 

남, 18세 학생,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항금리 거주 

이종국(李鍾園) 

남, 27세 농업, 대한청년단원,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항 

금리 거주 

이종대(李鍾大) 

남, 37세 농업, 대한청년단원,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항 

금리 거주 

이종덕(李鍾德) 

남, 28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항금리 거주 

이주봉(李柱鳳)-이 

남, 22세, 학생, 1950년 9월 13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하면 항금리 

이준성(李接性)-이 

남, 25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3일 양근리에서 피살, 사촌, 이복 

성, 강하면 덕성리 

이태규(李泰圭) 

남, 21 세 농업 ,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3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통오 

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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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흰(鄭흉煥)-이 

남, 28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3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하면 왕 

창리 거주 

장창근(장창근)-이 

냥, 강상면 교평2리, 피살자. 

정만태(鄭萬泰) 

남, 29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왕 

창리 거주 

정한종(T漢鍾) 

남, 36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강하면 왕 

창리 거주, 子 정해동 

한승관(韓昇寬) 

냥, 33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3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하면 왕 

창리 거주 

한승준(韓昇짧) 

남, 22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3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하면 왕 

창리 거주 

함중근(威重根) 

남, 32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3일 양근리에서 피살, 강하면 왕 

창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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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군면 피살자 

=킹총계 12명 피살 

김인배(김인배)-이 

육군, 대위, 휴가 왔다가 붙잡혀, 여주에서 피살,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시체는 찾지 못했다. 김종원의 부친. 

김종원(김종원)-이 

김인배의 3남, 子 김용수, 개군면 상자포리, 여주에서 피살 

김롱전(金通天)-이 

남, 24세, 농업, 1950년 9월 15일 상자포 강변에서 피살, 개군면 석장리 거 

= -「

박광국(朴光國)-이 

남, 46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에서 피살, 주소는 

양평군 개군면 자연리 거주 

박의석(朴養觸)-이 

남, 29세, 농업, 1950년 9월 1일 여주읍 상리리에서 피살, 주소 양평군 개군 

면 하자포리 거주, 子 박태흥 

배성진(裵成鎭)-이 

남, 23세, 농업, 1950년 9월 10일 개군면 상자포리 강변에서 피살, 주소는 

개군면 공세리 거주 

배용진(배용진)-이 

남, 배수진의 동생, 개군면 공세 1리 

변삼봉(번삼봉)-이 

남, 軍노무자, 6.25 전사, 子 변정남, 개군면 상자포리, 전사하고도 정부로부 

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신두섭(申斗燮)-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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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3세, 농업 , 1950년 8월 30일 개군면 석장리 산에서 피살, 개군면 석장 

리 거주. 

이원석(李元錫)-이 

남, 39세, 면서기, 1950년 8월 30일 개군면 석장리 산에서 피살, 양평군 석 

장리 거주 

한상종(韓相鍾)-이 

냥, 21 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개군면 향리 자택에서 피살. 주소 개군면 

자연리 . 한상학의 동생, 개군면 향리 자택에서 피살 

박00 

남, 농업, 개군면 향리, 박수영의 부친, 하자포리 지서에서 적색분자에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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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면 피살자 

~총계 26명 피살 

고도환(高道燦)-이 

남, 30세, 면서기, 1950년 8월 17일 양근리에서 피살, 단월면 덕수리 거주 

김각선(金표善) 

남, 27세, 경관, 1950년 9월 25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면 봉상리 거주 

김동궁(金東官) 

남, 45세, 농업, 한청단 감찰원, 1950년 8월 30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 

면 보룡리 거주 

김석남(金觸男) 

남, 30세, 농업, 1950년 7월 22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면 행소리 거주 

김장영(金長永) 

남, 43세, 농엽, 1950년 9월 2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면 삼가리 거주 

김장수(金長水)-이 

남, 43세, 농엽, 한청단 감찰, 1950년 8월 30일 양평에서 피살, 단월면 삼가 

리 거주, 자 김춘식 

김정일(金正一) 

남, 30세 , 농업, 한청 부락단장, 1950년 8울 17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 

떤 덕수리 거주 

김종현(金鍾鉉) 

남, 20세, 학생, 1950년 9월 15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면 삼가리 거주 

김찬복(金贊福) 

남, 40세, 이 발엽, 1950년 8월 30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면 보룡리 거 

= 
-「

김영남(金平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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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30세, 농업, 서울 한청 감찰, 1950년 7월 12일 양평읍에서 피살, 단월면 

항소리 거주 

김화선(金華先) 

남, 39세, 농업 , 한청 부락단장, 1950년 8월 17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 

면 행소리 거주 

박익수(朴益洙) 

남, 42세, 농업, 1950년 8월 17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면 석산리 거주 

박인수(朴仁壽) 

남, 26세, 농업, 1950년 8월 17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면 석산리 거주 

손건순(孫建淳) 

남, 31 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면 산음리 거주 

손정숙(孫貞淑) 

女, 28세, 무직, 1950년 9월 25일 단월변 산음리에서 피살,단월면 산음리 거 
= 
-「

사상섭(사상섭) 

남, 단월면 산음2리, 양평읍 강변에서 피살, 석유 뿌려 학살, 시신 못 찾다. 

신상진(辛相鎭)-이 

남, 37세, 농엽, 한청 부락 감찰, 1950년 8월 30일 양평읍에서 피살, 단월면 

봉상리 

신태형(申泰亨) 

남, 41 세, 연초 전매업, 1950년 8월 17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면 덕수 

리 거주 

안세희(安世熙)-이 

남, 41 세, 농업 , 한청 부락감찰, 1950년 7월 17일 양근리에서 피살, 단월면 

이수원(李洙元) 

남, 58세, 농업 , 1950년 8월 30일 단월면 산음리에서 피살, 단월면 향소리 

거주 

이지묵(李智默) 

냥, 58세, 공무원 떤장, 1950년 8월 17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면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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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거주 

이지훈(李智훨) 

남, 42세, 경관, 1950년 9월 22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면 보룡리 거주 

이훈성 (李春成)- 忠成

남, 38세, 농업, 1950년 8월 17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면 덕수1리 거주 

이학효(李學孝) 

남, 26세, 농업, 한청 부락 단장, 1950년 7월 22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 

월면 덕수리 거주 

조기호(趙基鎬) 

남, 37세, 농업, 1950년 9월 8일 단월면 산음리에서 피살, 단월면 산음리 거 
:;z_ 

-「

최재만(崔載萬)-이 

남, 35세, 정미엽, 1950년 9월 10일 양평읍에서 피살, 단월면 봉상리 거주 

한동익(韓東益) 

남, 35세, 농업, 한청원, 1950년 8월 30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단월면 보룡 

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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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면 피살자 

=추총계 24명 피살 

고성석(高性錫)-이 

남, 30세 , 상업, 1950년 7월 21 일 문호리 자택에서 피살, 서종면 문호리 거 
;ζ 

-「

김명진(金明鎭)-이 

남, 23세 , 자동차 조수,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서종면 문회리 거 
;ζ 

-「

김동훈(金鐘春)-이 

남, 32세, 운수업, 1950년 7월 12일 양서면 양수리에서 피살, 서종면 수입리 

653번지 거주 

김성운(金뿔좋) 

남, 42세 , 농업, 1950년 9월 25일 가평군 설악면에서 피 살, 서종면 수릉리 

거주 

김유명(金有明) 

남, 37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가평군 설악면에서 피살, 서종면 수릉리 

거주 

김정훈(金正場)-이 

남, 21 세, 학생,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서종면 문호리 , 본적 춘 

성군 신통면 정족리 149번지 . 

김진석(金珍石)-이 

남, 34세, 교사,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서종면 문호리 거주 

박명도(朴明道) 

남, 46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서종면 문호리 거주 

박명쇠(朴命윷lj)-이 

남, 42세 , 농업,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서종면 문호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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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재(朴龍在) 

남, 40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서종면 문호리 거주 

박운배(朴運培) 

남, 22세, 학생, 1950년 9월 25일 양주 와부면 덕소리에서 피살, 서종면 정 

배리 163번지 거주 

배복근(훌根福) 

남, 21 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서종변 문호리 거주 

변형회(휴亨會) 

남, 20세, 학생,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서종면 문호리 거주 

신절호( 申喆浩)-喆秀

남, 43세, 리발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서종변 문호리 거주 

유석릉(柳錫興) 

남, 40세, 운전수,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서종면 문호리 거주 

유원근(兪元根) 

냥, 26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서종면 문호리 406번지 

거주 

임기산(任基山) 

남, 39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서종 문호리에서 피살, 서종면 정배리 226 

거주 

장상근(張相根)-이 

남, 34세, 농업, 1950년 7월 12일 양수리에서 피살, 서종면 수입 리678번지 

거주 

정공모(鄭公模)-이 

납, 28세, 운전수,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서종면 문호리 거주 

정준모(鄭짧模)-이 

남, 23세, 학생,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서종떤 문호리 거주 

최광필(崔廣弼) 

남, 59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서종떤 문호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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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복(崔相福)-이 

남, 27세, 1950년 8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서종면 수입리272번지 거주 

한고철(韓敎哲) 

남, 35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서종면 정배리 176번지 

거주 

허형회(許亨會)-이 

남, 20세, 학생,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서종면 문호리465번지 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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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면 피살자 

=추총계 16명 피살 

김경환(金覆像) 

경주인, 남, 39(27)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동면 계정리 지 택에서 피살, 

양동면 계정리 거주‘ 아들 김기준‘ 

김금성(金今成)-이 

남, 15세, 학생, 1950년 9월 18일 양평 내무서에서 피살, 양동면 석독리 석 

실 거주 

김종복(金鍾福)-이 

남, 35세, 농업, 1950년 10월 1일 양평 내무서에서 피살, 양동면 석곡리 석 

실 거주 

서병린(徐困嚴)-이 

남, 31 세, 1950년 10월 3일 양평읍에서 피살, 양동면 석독리 수용 

서병절(徐며澈)-이 

달성인, 남, 21세, 학생, 1950년 10월 1일 국군에 의해 오인살해, 양동면 석 

곡리 석실 거주 

심종윤(ft鍾允)-이 

청송인, 남, 33세, 상업, 1950년 10월 3일 양평읍에서 피살, 단월면 쌍학리 

거주. 

안병찬(安秉讓)-이 

순홍인, 남, 42세, 농업, 1950년 8월 18일 매윌리에서 피살, 양동면 매월리 

거주 

안재봉(安載鳳)-이 

순흥인, 남, 25세, 농업, 1950년 10월 1일 석곡리 석실에서 군국에 의해 오 

인살해, 석콕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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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명(魚壽命) 

남, 51 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 계정리 자택에서 피살, 양동면 계정 

리 거주. 아들 이강우. 

이만종(李萬鍾) 

함안인, 남, 21 세, 학생, 1950년 8월 17일 양평읍 내무서에서 피살, 양동면 

석곡리 거주 이기덕의 장남 

이장렬(李章烈) 

덕수인, 남, 39세, 공무원, 1950년 8월 18일 횡성 내무서에서 피살, 양동 단 

석리 거주, 子 이재수-계정리 거주 

이재찬(李載贊) 

덕수인, 남, 24세, 학생, 1950년 8월 20일 양평 내무서에서 피살, 양동면 삼 

산리 거주 이담의 아들. 

전창원(全昌源)-이 

정선인, 남, 41 세, 상업, 1950년 10월 3일 양평읍에서 피살, 양동면 석콕리 

거주. 전석고의 아들. 

조정희(趙正熙) 

남, 23세, 공무원, 1950년 10월 29일 양평 내무서에서 피살, 양동면 쌍학리 

거주 

최태문(崔泰文)-이 

남, 38세, 상업, 1950년 10월 3일 양평읍에서 피살, 양동면 매윌 리 

황규용(黃圭龍)-이 

창원인, 남, 37세, 상엽, 면장, 1950년 10월 3일 양평읍에서 피살, 양동면 삼 

산리 원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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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면 피살자 

=추총계 20명 피살 

권오달(權표達) 

남, 41 세, 농업, 1950년 9월 13일 양평에서 피살, 양서면 목왕리 거주 

권태성(權泰成) 

남, 35세 , 상엽, 1950년 8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양서면 목왕리 거주 

김종완(옳鍾完) 

남, 62세 , 농업, 1950년 9월 10일 양평읍에서 피살, 양서면 양수리 거주 

박수용(朴壽容)-이 

남, 25세, 공리, 1950년 11월 17일 국수리에서 피살, 부 박광원, 양서변 국 

수3리 

방창환(方昌燦)-이 

남, 34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3일 양근리에서 피살, 부용리 19, 

6.25 전사 

백찬현(白讓鉉) 

남, 31(28)세, 농업, 1950년 9월 13일 양주 조안면에서 피살, 양서면 부용리 

거주 

서형석(徐亨嚴) 

남, 28세, 상업, 1950년 9월 27일 양평읍에서 피살, 양서면 국수리 거주 

양재명(梁在明〉 

남, 63세 , 농엽, 1950년 9월 13일 양수리에서 피살, 양서면 양수리 거주 

양명성(李明成) 

남, 62세 농엽, 1950년 9월 13일 양평읍에서 피살, 양서변 목왕리 거주 

이강열(李康烈)-이 

남, 53세, 농업, 1950년 10월 8일 양수랴에서 피살, 자 이재인, 양서면 목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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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 

이백돌(李白홍) 

女, 35세 무직, 1950년 9월 13일 양수리에서 피살, 양서면 양수리 거주 

이상절(李相喆)-이 

남, 33세, 상엽, 1950년 9월 13일 양서면 부용리에서 피살, 

이응구(이응구)-이 

남, 이주학, 양서면 대신리27 

이재봉(李載奉)-宰奉 

남, 35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3일 양평읍에서 피살, 양서면 목왕 

리 거주 

이점순(李펴順)-이 

여, 40세, 무직, 1950년 9월 2일 중 자택피신 중 피살, 

이종학(李鐘學) 

남, 49세 농업, 1950년 8월 20일 양수리에서 피살, 양서변 목왕리 거주 

한백용(韓百容) 

남, 51 세, 농엽, 1950년 9월 27일 양평읍에서 피살, 양서면 국수리 거주 

한운길(韓뿔솜) 

남, 26세, 농업, 1950년 9월 10일 양수리에서 피살, 양서면 양수리 거주 

한운봉(韓좋奉) 

남, 28세, 노동, 1950년 9월 10일 양수리에서 피살, 양서면 양수리 거주 

홍성관(洪性觀) 

남, 45세, 공무원, 1950년 6월 30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서면 백안리 거주 

- 523 -



한국전쟁 楊平戰亂史略

양평면 피살자 

=;총계 144명 피살 

강만헌(姜萬鉉) 

남, 39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3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덕 

평리 거주 

강석현(姜石鉉) 

남, 33세 ,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덕 

평리 거주 

강재성(姜在盛) 

남, 48세, 代書, 1950년 7월 16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권혁준(權椰훨)-이 

남, 23세, 농업, 한청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읍 도곡리 

330 거주 

김달수(金達珠) 

남, 58세, 무직, 1950년 7월 24일 서울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김동규(金東圭)-奎 

냥, 33세, 농엽, 한청,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회현리 거 

주, 질 김강열 

김동렬(金東烈) 

남, 30세, 경관, 1950년 8월 3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김동진(金東振) 

남, 41 세, 농업, 국민회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떤 양근 

리 거주 

김삼릉(金三興) 

남, 39세, 농업, 1950년 8월 1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백안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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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전(金上天) 

남, 32세, 농업, 한청원, 1950년 8월 1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공홍리 

거주 

김성룡(金成龍) 

남, 34세, 농업, 한청단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원덕 

리 거주-양근리 거주 

김소출(옳少버) 

남, 36세, 농업, 한청,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회현리 거 

= -「

김수전(金壽天) 

남, 38세, 농업 , 한청,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회현리 거 

주, 질 김학만 

김순탁(김순탁)-이 

남, 자 김영근, 양평읍 원덕리 

김연수(金連洙)-이 

남, 58세, 7월 24일 서울에서 피납, 양근에서 피살 

김영원(김영원)-이 

남, 자 김달수, 양평읍 양근9리 

김영집(金永集) 

남, 67세, 의사, 국민회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 

리 거주 

김유만(金有萬) 

남, 47세, 농업, 1950년 8월 1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공흥리 거주 

김응식(김응식)-이 

남, 처 김학순, 양평읍 회현리 

김인식(金仁植) 

남, 35세, 상업, 1950년 8월 1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김인식(金寅植)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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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38세, 상엽, 한청단원, 본적 양평면 양근리, 1950년 9월 24일 양근리에 

서 피살 

김일선(金-善) 

남, 33세, 농업, 한청단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 

리 거주, 자 김정수 

김재오(金再吳) 

남, 33세, 농엽, 1950년 8월 1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백안리 거주 

김준대(金俊大) 

남, 33세, 농업, 1950년 8월 1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백안리 거주 

김훈택(金春澤) 

남, 32세, 농업,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김훈택(金春澤)-이 

남, 29세, 농업, 한청, 1950년 9월 23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읍 원덕리 거 

= 「一

김태식(金泰植) 

냥, 36세, 농업, 국민회의, 1950년 9월 25일 양큰리에서 피살, 양평떤 양근 

리 거주 

김흥석(金弘題)- 洪觀

남, 38세, 공업,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子

김진수 

남상구(南相九) -이 

남, 42세, 농업, 국민회원, 1950년 9월 23일 양근리에서 피살, 자 남덕우, 양 

평읍 도곡1 리 거주 

남창우(南昌祐) 

남, 40세, 농업, 국민회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 

리 거주 

박건섭(朴建燮) 

남, 32세, 회사윈, 1950년 8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공흥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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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박치성 

박귀석(朴貴石) 

남, 37세, 경관, 1950년 9월 20일 서울시에서 피살, 양평면 오빈리 거주 

박영절(朴永哲) 

남, 59세, 농업, 국민회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얘 

리 거주, 子 박대식 

박영희(朴永熙) 

남, 52세, 농업, 국민회, 1950년 8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공흥리 

거주 

박용기(朴容基)-이 

냥, 32세, 농업, 자 박광학,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읍 공흥 

1리 

박원식(朴元植) 

남, 37세, 농업, 한청단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 

리 거주 

박윤만(朴允陳) 

남, 38세, 상엽, 1950년 8월 22일 양근리애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박찬우(朴贊禹) 

냥, 35세, 상엽, 1950년 8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子

박동우 

박창안(朴昌安) 

남, 44세, 농업, 한청, 1950년 9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오빈리 88 

거주, :::r- 박영진 

박치길(박치길) -이 

남, 34세, 농업, 대한청년단장, 1950년 9월 25일 피살 

박치만(朴致萬) 

남, 28세, 농업, 한청원, 1950년 8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공흥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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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호(裵東鎬) -이 

남, 34세, 농업, 1950년 9월 23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읍 대흥리 거주 

변석균(1'銀혐) -1'陽혐 

남, 38세, 농업(상업), 1950년 9월 24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 
:;;z.. 
-「

변종식 <1'鍾植) -邊鍾植

남, 45세, 농업, 1950년 9월 24일 양근리 내무서 유치장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子 변홍균 

서용절(徐容喆)-容哲 

남, 37세, 농업, 한청 간부, 1950년 9월 23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원덕 

리 거주, 子 서효석 

서정갑(徐廷甲) 

남, 29세, 농업, 한청훈련계장,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공흥리 거주 

서정길(徐廷吉) 

남, 49세, 농업,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곡리 거주 

서정익(徐廷益) 

남, 44세, 공무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콕리 거주 

서정화(徐廷和) 

냥, 41세, 공무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콕리 거주 

손재덕(孫在德)-이 

남, 32, 농업, 弟 손재복,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3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 

평읍 덕평리 

신언절(申彦喆) 

남, 28세, 교원, 1950년 9월 24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신절균(申澈혐) 

남, 48세, 농업, 국민회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공흥 

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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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룡(安光龍)-이 

남, 42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읍 공흥리 거주 

양영석(梁永錫) 

남, 32세, 농업, 대한청년단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대흥리 거주, 弟 양홍석 

언귀엽(延貴樓) 

남, 25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리 거주 

염명우(廣옮理) 

남, 25세, 농업, 1950년 9월 22일 단월면 산음리에서 피살, 양평면원덕리거 
;ζ 

-「

유몽열(柳훌烈)-이 

남, 37세, 농엽, 한청단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읍 회현 

리 거주 

유성흐|(柳成熙) -星흉흉 

남, 36세, 농업, 한청,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회현리 거 

= 
-「

유인덕(柳寅德) 

남, 34세, 농업, 한청,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회현리 거 

= -「

유정흐|(柳貞義) 

남, 38세, 농업, 한청단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회현 

리 거주 

유장회(柳昌熙)-이 

남, 37세, 농업, 국민회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본적, 양평면 

신애리 

이각연(李표淵) 

남, 29세, 농업, 1952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몽성라 거주 

이길수(李솜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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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45세, 농업, 국민회원, 1952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연 신애 

리 거주, 자 이주권 

이덕수(李德洙) 

남, 29세, 공무원, 1952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리 거주 

이동정(李東貞) 

남, 39세, 농엽, 1952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봉성리 거주 

이두종(李斗鍾) 

남, 65세, 농업, 천주교인, 1952년 8월 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이만기(李萬基) 

남, 24세, 농업, 한청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곡리 

거주 

이만돌(李萬홍) 

남, 45세, 농엽, 국민회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공흥 

리 거주 

이명수(李明洙) 

남, 45세, 공무원, 1952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리 거주 

이병렬(李炳烈) 

남, 38세, 농업, 한정 간부,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독 

리 거주 

이병준(李炳짧) 

남, 33세, 농업, 1국민회, 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회현리 

거주 

이병정(李秉貞)-이 

남-, 38세, 농업, 한청, 1950년 9월 23일 양근리에서 피살, d야평읍 봉성리 

거주 

이병천(李炳天) 

남, 55세, 농엽, 국민회원, 1950년 8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꽁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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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거주 

이볼훈(李鳳春)-이 

남, 29세, 농업, 한청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읍 도콕리 

244, 子 이원석, 양평읍 도곡3리 

이삼훈(李三春) 

남, 40세, 상업, 1952년 8월 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이상희(李相熙) 

남, 33세, 농업, 1952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곡리 거주 

이석종(이종석)-이 

남, 좋 함구주 농업 , 한청원, 1950 9월 양평읍 공흥1 리, 

이선재(李善載) 

남, 43세, 농업, 국민회원, 1952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 

리 거주, 子 이종환 

이성억(李成憶) 

남, 43세, 농업, 1952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리 거주 

이성훈(李成薰) 

남, 34세, 농업 , 대한청년단, 1952년 9월 23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덕 

평리 거주, 子 이구환 

이수재(李壽在) 

남, 52세, 농업, 국민회의, 1952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 

리 거주, 자 이종규 

이순절(이순절)-이 

남, 자 이창환, 양평읍 양근리 

이억수(이억수)이 

남, 부 이종영, 양평읍 공흥리 

이영식(李榮植)-이 

남, 46세, 농업, 1950년 9월 23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읍 도콕1리 거주, 

자 이규원, 이규진, 이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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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李永熙) 

남, 38세, 농업, 한청, 1952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회현리 거 
;ζ 

-「

이옥진(李玉鎭) 

남, 30서l, 농업, 한청,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대홍리 거 

= 
-「

이용재(李龍在) 

남, 16(66)세, 농업, 국민회의,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 

애리 거주 

이용출(李龍버) 

남, 36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오빈리 88거주, 

생질 김광웅. 

이원훈(李遠春) 

남, 39세, 농업,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곡리 거주 

이유진(李格鎭) 

남, 48세, 상엽, 1950년 7월 16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이응수(李鷹洙) 

남, 30세, 농엽, 한청단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 

리 거주 

이응연(李應淵) 

남, 40서l, 농업 , 한청, 1952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봉성리 거 

= -「

이응열(이응열)-이 

남, 자 이병직, 양평읍 봉성리 

이인선(李嚴善) 

남, 39세, 농업, 한청, 1952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봉성리 거 

= 
-「

이인종(李仁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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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7세, 농업, 한청원, 1952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곡리 

거주, 了 이규대(오빈1 리) 

이인혁(李仁鏡)-이 

남, 41 세, 농업, 한청단원, 1950년 9월 23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읍 도곡 

리 거주 

이재붐(李再奉) 

냥, 41 세, 농업, 한청, 1952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봉성리 거 

주, 子 이병국 

이재성(李在星) 

남, 39세, 농업, 한청 단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변 회현 

리 거주 

이정재(李正在) 

남, 35세, 농업, 국민회원, 1952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 

리 거주, 자 이종택 

이종구(李鍾九) 

남, 27세, 농업, 한청단원, 1952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 

리 거주 

이종만(李鍾萬) 

남, 55세, 농업, 국민회원, 1952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 

리 거주 

이종하(李鍾河) 

남, 35세, 농업, 국민회의, 1952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 

리 거주 

이주석(李柱錫) 

남, 26세, 농업, 한청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곡리 

거주 

이주릉(李周興) 

남, 25세, 농업, 1952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곡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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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李鎭石) 

남, 56세, 농업 , 국민회원 ,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공흥 

리 거주, 了 이광남 

이진형(李珍衛) 

남, 43세, 공무원 , 1952년 9월 23일 양근리에서 피 살, 양평면 덕평2리 거주, 

了 이운성 

이태식(李泰植) 

남, 46세, 농업, 1952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독리 거주 

이태영(李泰泳) 

남, 26세, 공무원, 1952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 살, 양평면 신애리 거주, 

제 이준영 

이학규(李醫珪) 

남, 72세, 농업, 국민회원 리분원장,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 

평면 공흥리 거주 

이한응(李漢應) 

남, 30세 교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 면 양근리 거주 

이현수(李賢洙) 

남, 43세, 농업, 국민회 원, 1952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 

리 거주 

이릉기(이흥기) 

남, 자 이 호덕, 양평읍 도곡2리 

이흥채(李짧在) 

남, 50세, 농업, 국민회원, 1952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 

리 거주 

이희종(李熙鍾) 

님-, 48세, 상엽, 1950년 7월 24일 서울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임석준(任嚴짧) 

남, 40서l, 농업, 국민회윈,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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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거주 

정의식(鄭義*植) 

남, 48세, 농업,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곡리 거주 

정기칠(鄭奇哲) 

남, 36세, 농업, 1950년 9월 23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덕평리 거주 

정문섭(鄭文燮) 

남, 24세, 농업, 한정단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 

리 거주 

정삼봉(鄭三奉) 

남, 39세, 농업, 국민회의,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신애 

리 거주 

정을산(鄭Z」山)-이 

남, 48세, 농업, 국민회원, 1950년 9월 23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읍 도곡 

리 거주 

정태식(鄭泰植) 

남, 28세, 농업, 1950년 9월 23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곡리 거주, 子

:A~ 7J- 二l ;져 λ4 二l
。。」, 。。」.

조득순(趙得淳) 

남, 58세, 농업(약종상), 국민회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 

면 신애리 거주 

조성구(趙誠九) 

남, 48세, 공무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곡리 거주 

조성만(趙誠萬) 

냥, 44세, 농업, 한청 간부,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변 도곡리 거주, 子

조선희 

조성옥(趙誠玉) 

남, 35세, 농업, 한청 리단장,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원 

덕리 거주 

조성준(趙誠짧) 

남, 38세, 농업, 한청단원 ,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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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거주, 자형 조찬희 

조린연(趙嚴然) 

남, 25세, 농업,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곡리 거주 

조인희(趙仁熙)-이 

남, 29세, 농업, 한청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읍 도곡리 

297, 

조정흐|(趙正熙) 

남, 21 세 , 공무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덕평리 거주 

조정흐|(趙正照) 

남, 24세, 공무원, 1950년 9월 30일 양평내무서에서 피살, 양평면 덕평리 거 
;ζ 

-「

조진원(趙鎭元) 

냥, 38세, 농업, 한청원, 1950년 9월 22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곡리 

거주 

조진환(曺鎭煥) 

남, 35세, 농업, 1950년 9월 22일 단월면 산음리에서 피살, 양평면 도곡리 

거주, 조카 조규진, 

주덕릉(朱德興) 

남, 39(62)세, 농업 , 1950년 9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오빈리81 거 

= -「

주삼롬(朱三龍) 

남, 40세, 농업, 한청, 1950년 9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오빈리 거 
;ζ 

-「

최용서(崔龍西)이 

남, 32세 ,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읍 공흥리 

거주 

최을룡(崔Z龍)-<] 

남, 32세 , 자 최영호, 한청원, 1950년 9월 25얄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읍 공 

흥1리 

최종덕(崔鍾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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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36세, 정미업, 1950년 9월 20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양근리 거주 

한명교(韓옮數)-이 

남, 49세, 농엽, 국민회원, 1950년 9월 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읍 회현리 

거주, 1.4후퇴 때에 국민에겐 알리지 않고 당국자들만이 피난 갔다고 불평 

하자, 我측 경찰이 붙들어다 적색분자라며 총살함, 그러므로 억울한 피해자 

가 됨, 장남이 한경석 

한준고(韓浚數) 

남, 32세, 약종상, 한청,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회현리 

거주, 자 한호석 

합삼남(廣三男) 

남, 39세, 농업, 한청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공흥리 

거주 

함순석(威順錫) 

남, 45세, 농업, 1950년 8*월 20일 양평 내무서에서 피살, 양평 독수리 거주 

홍대영(洪大永) 

남, 57세, 농업, 국민회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공흥 

리 거주 

홍선관(洪善觀) 

남, 40세, 공무원, 1950년 6월 265일 와부면 팔당리에서 피살, 양평면 백안 

리 345번지 거주. 

홍선용(洪善龍) 

남, 33세, 농업, 한청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공흥리 

거주 

흥신관(洪信觀) 

남, 50세, 농업, 국민회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공흥 

리 거주 

흥헌관(洪賢觀) 

남, 32세, 농업, 한청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양평면 공흥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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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면 피살자 

=수충계 27명 피살 

강기흥(姜基弘)-이 

남, 63세, 농 엽, 1950년 8월 10일 양근리에서 피살, 子 강대 복, 옥천면 옥천 

1리 560번지 거주 

김득수(金得洙)-이 

남, 25세, 농업 , 한청,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신복리 101 

번지 거주 

김문수(金文洙)-이 

남, 41 세, 공리 ,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신복리778번지 

김복현(金福鉉)-이 

남, 57세, 농업 , 한민당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신복 

리 101 번지 거주, 

김시현(金時鉉)-이 

남, 67세, 농업, 한민당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신복 

리 1016번지 거주. 

김영수(金永壽)-이 

남, 65세 , 농업, 한민당원, 1950년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신복리 

101 6먼지 거주 

김진수(金鎭洙)-이 

남, 46세, 농업 , 국민회원,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신복리 

772번지 거주. 了 김용국 

남성우(南成祐)-이 

남, 36세, 농업, 한청,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신복리778 

먼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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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만(文百陳)-이 

남, 57세, 상업,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옥천리 거주 

성낙호(成樂湖)-이 

남, 31 세, 상업, 1950년 9월 25일 앵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옥천리56.5번지 

거주 

송봉수(宋鳳洙)-이 

냥, 46세, 농업, 한민당원,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옥천리 

145번지 거주 

송인영(宋寅永)-이 

남, 31 세, 농업, 한청당원,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송노성 부친, 

옥천면 옥천리809번지 거주 

신인철(申仁哲)-이 

남, 30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신복리 1011번지 

거주. 

이갑수(李甲洙)-이 

냥, 25세, 농업, 한청년당원,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용천 

리528번지 거주 

이기승(李己承)-이 

남, 33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아신리 105번지 

거주 

이덕호(李德錯)-이 

남, 45세, 농업, 국민회 , 전주인,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子 이연 

수, 이태수, 옥천면 용천3리 258번지 거주 

이성훈(이성춘)-이 

천년단원, 국군에 의해 오인돼 억울하게 피살되었다. 

이인화(李仁和)-이 

남, 58세, 농업, 국민회 , 벽진인,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신복3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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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절(李重喆)-이 

남, 63세, 농업, 한민당워,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옥천 

리509번지 거주 

이절영(李藏永)-이 

남, 28세, 농업, 한청당원,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용천리 

445번지 거주, 

임명준(任明遭)-이 

남, 46세, 농엽,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용천리428번지 거 

= 
-「

임석준(任屬훨)-이 

남, 31세, 농업, 국민회원,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용천리 

429번지 거주 

장성희(張뿔熙)-이 

남, 47세, 상엽,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옥천리456번지 

거주 

조00(조00)-이 

남, 옥천면 용천리, 6.25 피살 

한영석(韓永觸)-이 

남,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한봉수 부친, 옥천면 신복2리 거주 

함재옥(威在玉)-이 

남, 34세, 농업, 한민당원,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옥천리 

605번지 거주, 子 함인자, 옥천면 용천2리 

혀 식(許 植)-이 

남, 26세, 농업, 한청당원,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용천리 

498번지 거주. 

허 유(許 遊)-이 

남, 57세, 농업, 국민회원, 1950년 9월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옥천면 용천리 

498번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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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면 피살자 

=추총계 124명 피살 

강달섭(康達燮) 

남, 49세, 농업, 국민회, 1950년 9월 27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변 연수리 

거주 

고중환(高重煥)-이 

남, 45세 , 회사원, 국민회, 1950년 9월 27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마룡 

리 거주 

권기준(權基俊) 

남, 36세, 경관,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금곡리 거주 

김묘술(金gp1좋) 

남, 35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연수리 거주 

김천복(金天福) 

남, 35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玄熾띨 거주, 子 김광오 

김순덕(金順德)-이 

여, 40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6일 양근리에서 피살, 子 함덕원, 

용문면 연수2리 

김순종(金順鍾) 

남, 35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변 화전리 거주 

김영극(金永極) 

남, 57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마룡리 거주 

김영찬(金永燦) 

남, 55세, 농업, 국민회,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마룡리 거주, 자 김관수 

김용배(金龍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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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52세, 농업, 국민회, 1950년 9월 27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신점리 거주, T- 김종수 

김재근(金載根)-이 

남, 26세, 농업, 대 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다 

문리 거주 

김창복(金昌福) 

남, 36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화전리 거주 

나태환(羅泰煥) 

남, 22세, 농업, 대 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광탄리 거주 

남상운(南相쿄)-이 

남, 32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중원리 거주 

노릉식(盧興植) 

남, 26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6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화전 

리 거주, 子 노인환 

박낙서(朴洛體) 

남, 47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연수리 거주 

박용노(朴容老) 

남, 22세, 代뿔,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마룡리 거주 

박용순(朴容淳)-이 

남, 56세, 상업, 국민회,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광탄리 거주 

박용진(朴容鎭) -.ll유進 

남, 52세, f\'.:펀, 1 950년 9월 25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마룡리 

거주, 子 순신. 

박종운(朴鍾뿔) 

남, 39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 살, 용문띤 덕촌1 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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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름(朴鍾敏)-이 

남, 39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백부 

박수찬, 용문면 신점리 

박찬우(朴贊禹) 

남, 33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화전리 거주 

변낙원(邊落源) 

남, 25세, 교원, 1950년 10월 1일 용문면 광탄에서피살, 용문면 광탄리 거주 

서재형(徐在亨) 

남, 33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광 

탄리 거주, 了 서성남 

서정운(徐廷運)-이 

남, 28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화 

전리 거주 

서종관(徐鍾寬) 

남, 28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화전리 거주 

신고승(辛敎承) 

남, 23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신점리 거주 

신상진(辛相鎭) 

납, 27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봉상리 거주 

신순절(申짧澈) -順哲

님, 26세, 면서기, 국민회,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 

면 망능리 거주 

신재필(辛載蘭)- {E弼

남, 30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변 화전리 거주 

신태선(辛泰善) 

남, 22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덕촌리 거주 

심응섭(沈應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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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8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중 

원리 거주 

안재식(安在植) 

남, 27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금 

곡리 거주 

안태흐|(安泰熙) 

남, 31 세, 농업, 1950년 9월 15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용문면 무왕리 거주 

양규환(梁圭像)-이 

남, 24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중원리 거주 

양도식(梁道植)-이 

남, 32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광 

탄리 거주 

앙선환(梁효條)-이 

남, 38세, 상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광탄리 거주 

앙선환(梁善燦) 

남, 25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광탄리 거주, 제 양영환 

양옥환(聚玉煥) 

남, 24세, 교원,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금곡리 거주 

양한석(聚完嚴) 

남, 38세, 농엽,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광탄리 거주, 子 양숭훈 

앙정호(양정호) 

남, 39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연수리 거주 

양현석(聚賢題)= 태명 

남, 26세, 면서기, 1950년 9월 25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금콕리 거주 

우도식(禹道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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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33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광탄리 

주
 

l 거
 
원용한(元容漢)-이 

남, 28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질 

녀 원재용, 용문떤 다문1 리, 6.25 피살 

원종용(元宗容) 

남, 53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다문리 거주 

윈훈상(元春常) 

남, 36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마 

룡리 거주, 자형 이재순-다문리 거주 

원희선(元喜先) 

남, 35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마룡리 거주 

유광렬(柳光烈) 

남, 29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금곡리 거주 

유인열(柳仁烈) 

남, 33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마 

룡리 거주 

윤원섭(尹元燮) 

남, 39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다 

문리 거주 

윤정길(尹正좀) 

남, 29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조현리 거주 

윤릉섭(尹興燮) 

남, 40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금리에서 피살, 용 

문면 광탄리 거주, 子 윤영노 

이강두(李康斗)-이 

남, 42세, 농업, 국민회,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부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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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용문면 중원리 

이장노(李長챔) 

냥, 31 세, 군인,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금곡리 거주 

이경석(李景石) 

남, 45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금곡리 거주 

이경옥(李景玉)-이 

남, 30세, 농업, 대 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마 

룡리 거주 

미경우(李景雨) 

남, 26세 농업 , 1 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중원리 거주 

이구형(李九衛) 

남, 30세 , 농엽 , 1950년 9월 25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금독리 

거주 

이근선(李根仙) 

냥, 30세 , 농업, 1950년 9월 23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강상면 송학리 거주 

이근연(李根淵) 

남, 33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 살, 용 

문면 중원리 거주 

이근우(李根雨)-이 

남, 20세, 농업, 대 한청년단, 1950년 9월 26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중원리 거주 

이길봉(이길봉)-이 

남, 부 이영재 , 용문면 중원리, 6.25 피살 

이덕준(李德짧)-이 

남, 41 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중원리 

이동서(李東西)-이 

남, 28세, 농엽, 대 한청년단, 1 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 살, 용 

문면 망능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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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李東秀)-이 

남, 38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화 

전리 거주 

이동우(李東雨) 

남, 28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금곡리 거주 

이득춘(李得春) 

남, 43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중원리 거주 

이명구(李明九) 

남, 46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6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연 망능 

리 거주 

이 백전봉(李즙웹奉)-이 

남, 41 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중원리 거주 

이상규(李相奎) 

남, 26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 

면 덕촌리 거주, 子 이의충- 수원 매산로 거주 

이상우(李相雨) 

남, 36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금곡리 거주 

이석기(李觸基)-이 

남, 23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마 

룡리 거주 

이옥형(李玉衝)-이 

남, 30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금 

곡리 거주 

이용노(李容老) 

남, 22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마룡리 거주 

이은우(李銀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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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금곡리 거주 

이장노(李長흉)-이 

남, 31 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조현리 거주 

이정구(李正九) 

남, 35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금곡리 거주, 형 이펼구- 망능리 거주 

이정훈(李lE薰) 

남, 25세 공무원, 국민회, 1950년 9월 27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마룡리 

거주 

이종관(李鍾寬) 

남, 50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화전리 거주 

이종낙(李鍾洛) 

남, 30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6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중원 

리 거주 

미종묵(李鍾默) 

남, 36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금 

콕리 거주 

이종민(李鍾敏) 

남, 50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다문리 거주 

이종상(李宗相) 

남, 39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중원 

리 거주, 자 재영 

이종억(李鍾憶) 

남, 25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화전 

리 거주, 弟 이종식 

이종태(李鍾泰) 

남, 25세 학생,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 

면 연수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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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李鍾煥)-이 

남, 50세 ,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변 화 

전리 거주 

이준성(李浚性) 

냥, 25세 농업, 1950년 9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성덕리 거주 

이충근(李뽀根) 

남, 36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중원리 거주 

이충환(李忠煥) 

남, 23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금곡리 거주 

이태영(李泰榮) 

남, 62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중원리 거주, 자 

이문규 

이태윤(李泰潤)-이 

남, 25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중원리 거주 

이흥우(李紅雨) 

남, 23세, 농엽,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변 금 

곡리 거주 

전영복(全榮福) 

남, 36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다문리 거주 

정유화(鄭兪和)-이 

남, 37세, 자유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다문리 거주 

정윤화(鄭倫和) 

남, 37세, 농업, 1950년 9월 28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연수리 거주 

조달호(趙達鎬) 

남, 28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금곡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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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호(趙文鎬) 

남, 30세, 면서기, 국민회 , 1950년 9월 26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리 거주 

그
 
D 

조선상(趙宣相) 

남, 37세, 농엽,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덕 

촌리 거주, 弟 조철상 

조재환(趙載煥) 

남, 45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울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금곡리 거주 

조정호(趙廷鎬) 

남, 63세 , 자유업, 국민회, 1950년 9월 25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 

면 덕촌리 거주 

조준호(趙짧鎬) 

남, 47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먼 덕촌리 거주 

조중71 (趙件基)

남, 40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웅변 금곡리 거주 

조한구(趙漢九) 

남, 38세, 면서기,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중원리 거주 

조한무(趙漢武) 

남, 25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떤 덕촌리 거주 

조한송(趙漢松) 

남, 59세, 농엽,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덕촌리 거주 

조한원(趙漢元) 

남, 30세, 면서기,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 살, 

용문면 덕촌리 거주, 子 조효상 

조한종(趙樓宗) 

남, 59세, 고원 ,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금곡리 거주 

조한준(趙漢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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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41 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덕촌리 거주 

최명집(崔明集)-이 

남, 34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부 

최용순, 용문면 조현리 

최영천(崔明흉)* 

남, 34세, 정미업,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다문리 거주 

최재수(崔在壽) 

남, 37세, 정미엽, 1950년 9월 10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단월면봉산*리 거 

= -「

최재으|(崔在養) 

남, 45세, 정미엽,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변 

화전리 거주 

최정호(崔廷鎬) 

남, 56세, 대서,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광탄리 거주 

최진식(崔振植) 

남, 32세, 농업, 1950년 9월 26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광탄리 

거주 

최윤식(崔允植) 

남, 39세, 정미엽,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6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광탄리 거주 

최종호(崔鍾鎬) 

남, 20세, 정미업, 대한청년단, 1950넌 9월 28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중원리 거주 

한경십(韓敬燮)-이 

남, 23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변 마 

룡리 거주 

한동규(韓東奎)- 龜

남, 23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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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면 덕촌리 거주, 제 한동하 

한석전(韓題天) 

남, 40세, 농엽,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뭄면 중원리 거주 

한순절(韓順哲) 

남, 26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6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중 

원리 거주 

한해운(韓海좋) 

남, 45세, 농업, 국민회, 1950년 9월 25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연수리 거주 

합순성(威順成) 

남, 22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평읍 양근리에서 피살, 용 

문면 덕촌리 거주 

합숭확(威뿔確)-이 

남, 26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7일 양근리에서 피살, 용문면 광 

탄리 

합영평(風榮햄) 

남, 26세, 농업, 1950년 8*월 20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광탄리 거주 

황정봉(黃正奉)-正鳳 

남, 38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8일 양평읍에서 피살, 용문면 화 

전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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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면 피살자 

=추총계 22명 피살 

강규절(姜圭喆) 

진주인, 남, 37세, 농업, 대한청년단장, 1950년 9월 25일 양평 강변에서 피 

살, 지제면 일신리 1352번지, 거주, 子 姜太應

고영수(高永洙)-이 

남, 제주인, 고영준의 아들, 1940년 04월 11 일 생, 지제면 망미리909, 양근 

리 강변에서 피살. 시신 못 찾음. 

고영진(高永鎭) 

남, 32세, 농엽,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 경찰서에서 피살, 제 고 

영수, 지제면 망미 1리 

김사영(金四榮)- 四良

남, 48세, 농엽, 구장, 1950년 9월 25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지제면 일신리 

거주 

김진갑(김진압)-이 

남, 조카 김창기, 지제면 망미리 

남궁동(南宮網)-이 

남, 56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경찰서에서 피살, 지제면 수곡리 거주 

남상국(南相國) 

남, 35세, 농업, 구장,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지 

제떤 일신리 거주 

박기석(朴基錫)- 箕錫

남, 44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지제면 

일신리 거주 

변낙원(邊洛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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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4세, 교원, 1950년 9월 25일 양평경찰서에서 피살, 지제면 옥현2리 거 
:;;z_ 

-「

박종호}(朴鍾和)-이 

남, 22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일신리에서 피살, 지제변 일 

신렬 거주 

손재덕(孫在德) 

남, 32세, 농업, 1950년 9월 22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지제면 덕평리 거주 

안태흐|(安泰熙) 

남, 30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5일 양평경찰서에서 피살, 안재도, 

지제면 무왕리 

유장윤(柳長允)-이 

남, 51 세, 농업, 1951년 2월 15일 옥현리에서 피살, 지제면 옥현리 거주 

이강헌(李康憲)-이 

남, 45세, 농업, 1950년 9월 25일 양평경찰서에서 피살, 자 이길재, 지제면 

망미2리 

이명재(李明宰)-載 

남, 49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5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지제면 

무왕리 거주, 子 이정훈 

이성재(李뿔宰)- 承宰

남, 42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15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지제면 

무왕리 거주 

이종찬(李鍾贊) 

남, 25세, 군인, 1950년 8월 30일 여주에서 피살, 지제떤 대평리 거주 

이향래(李香來)-이 

남, 24세, 농엽,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지제면 지평리 703 거주 

장응조(張鷹祚)- 鷹熙

남, 56세, 음식점, 1950년 9월 25일 양평 내무서에서 피살, 지제면 곡수리 

거주 

- 554 -



제2편 한국전쟁과 양평의 인적 피해 

지선필(池善弼)-이 

남, 19세, 대학생, 1950년 9월 25일 양평읍에서 피살, 지제면 망미리 거주 

최칠복(崔七福)-이 

남, 59세, 농업, 1951년 l월 18일 망미리 자택에서 피살, 지제면 망미리 거 
;;z:. 

-「

함순석(風順觸)-이 

남, 48세, 상엽, 1950년 9월 25일 양평경찰서에서 피살, 지제면 곡수리 거주 

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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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면 피살자 

=추종계 16명 피살 

김갑전(金甲天) 

남, 36세, 농업, 대한 청년단원, 1950년 9월 29일 양근리 강변에서 피살, 청 

운면 용두리 거주 

김도봉(金道鳳) 

남, 26세, 농업 , 1950년 9월 29일 양근리에서 피살, 청운면 여물리 거주 

김봉수(金鳳洙) 

남, 33세, 농업, 1950년 9월 29일 양근리 강변에서 피살, 청운면 비룡리 거 

= -「

김석한(金錫煥)- 漢

남, 28세, 농업, 1950년 9월 29일 양근리 강변에서 피살, 청운변 비룡리 거 

주, 조차 김 재성 

김윤중(옮允中) 

남, 32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9일 양근리 강변에서 피살, 청운 

변 비룡리 거주 

박지혁(朴止麻) 

남, 31 세, 농업, 대한청년단원, 1950년 9월 29일 양근리에서 피살, 청운면 

비룡리 거주 

박집국(朴集國)-이 

남, 48세, 농업, 1950년 9월 24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청운면 용두리 거주 

방기복(方基福) 

남, 31 세, 농업, 1950년 9월 29일 양근리 강변에서 피살, 청운면 갈운리 거 

= 
-「

서재성(徐在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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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30세, 경관, 1950년 8월 31 일 여주 내무서에서 피살, 청운면 비룡리거 

= -「

손영택(孫榮澤) 

남, 29세, 농업, 1950년 9월 29일 양평 강변에서 피살, 청운면 비룡리 거주 

양릉전(聚興天) 

남, 37세, 농업,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9일 양근리 강변에서 피살, 청운 

면 다대리 거주 

원종한(元鐘漢) 

남, 30세, 경관, 1950년 8월 31 일 여주 내무서에서 피살, 청운면 삼성리거 

= 
-「

이도봉(李道鳳)-이 

남. 24세, 상업, 1950년 9월 24일 양평 강변에서 학살, 청운면 용두리 거주 

지윤근(池允根) 

남, 33세, 농업, 대한 청년단원, 1950년 9월 29일 단월면 산음리(강변)에서 

피살, 청운면 가현리 거주 

최동전(崔東天) 

남, 30세, 정미엽, 대한청년단, 1950년 9월 29일 양근리 강변에서 피살, 청 

운면 가현리 거주 

한근필(韓根弼) 

남, 56세, 국민학교 교장, 1950년 9월 29일 양근리에서 피살, 청운면 용두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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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부 

양평으l 6.25전란a 피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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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면 피납자 

=걱총계 28명 강제 피 납 

강태복(姜泰福) 

남, 2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강상면 세월리 

김기순(金基順)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9.5, 자택, 강상면 병산리 

김기전(金基天)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6, 자택, 강상면 신화리 

김 0 0(金 0 0) 

남, 22, 주조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강상면 세월리 

김상득(金相得)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6, 자택, 강상변 세윌리 

박주양(朴돼陽) 

남, 26,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강상변 세월리 

석돌복(:0홍福)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강상면 세월리 

신교동(辛敎東)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6, 자택, 강상면 신화리 

신의환(辛義煥) 

남, 2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9.5, 자택, 강서면 송학리 

심채용(沈載龍) 

남, 26,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강상면 세월리 

심정보(沈당南)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강상변 세월리 

심흥섭(沈興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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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강상면 세월리 

유재무(柳在武)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강상변 세월리 

윤광선(尹光善) 

남, 2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강상변 화양리 

윤승노(尹承老)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강상면 세윌리 

윤재순(尹在順)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강상면 화양리 

윤주선(尹l뢰풀) 

남, 2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강상면 화양리 

이근유(李根.)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강상면 송학리 

이성흐|(李成熙)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강상면 세윌리 

이재국(李在國)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강상면 화양리 

이재훈(李載薰) 

남, 2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0, 자택, 강상면 송학리 

정길용(鄭놈龍) 

남, 3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30, 자택, 강상면 병산리 

최세현(崔 l止鉉)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6, 자택, 강상면 세월리 

최영낙(崔永洛) 

남, 23, 학생,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6, 자택, 강상면 세윌리 

표칠만(表七萬) 

남, 2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8, 자택, 강상면 신화리 

한광전(韓光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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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강상면 세윌리 

합0 0(成0 0) 

남, 20, 학생,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강상면 세월리 

황기호(黃基鎬)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9.30, 자택, 강상면 병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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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면 피납자 

=후총계 4명 강제 피납 

서순례(徐順禮) 

남, 18, 무,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0, 자택, 강하면 왕창리 

윤태윤(尹泰潤) 

냥, 3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0, 자택, 강하면 항금리 

이경수(李慶減)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0, 자택, 강하면 왕창리 

최성용(崔成憶) 

남, 28, 농엽,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0, 자택, 강하면 성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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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군면 피납자 

=응총계 명 강제 피납 

이임훈 

냥, 개군면 내리, 6.25납치, 전거; 양서선생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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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면 피납자 

=추총계 11명 강제 피납 

김도봉(슈追鳳) 

남, 25, 농업, 한청단원, 1950.9.26, 단월면 여물리, 좌동 

김장영(*長永) 

남, 42, 농엽, 한청감찰과장, 1950.8.3, 단월변삼가리, 좌동 

김종현(金웰鉉) 

남, 22, 학생, 한청학생과장, 1950.8.8, 단월면삼가리 , 좌동 

노태봉(慮太奉) 

남, 3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6.30, 딘월면 석산리, 좌동 

박영호(朴永浩) 

남, 2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1, 단월면 덕수리, 좌동 

박용산(朴龍山) 

남, 32, 농업 , 인민의용군 전사, 1950.7.30, 단월변 석산리, 좌동 

방배설(方培핍) 

남, 19, 농업, 한정 단원 1950.10.15, 단월면 향소리, 좌동 

이각선(李표善) 

남, 28, 농업, 1950.7.25, 단월면 삼거 리, 단월면 봉상리 

이수원(李洙元) 

남, 57, 농업, 구장, 1950.7.7, 단월면 향소리, 좌동 

이지열(쭈첩I烈) 

남, 40, 관리, 경사, 1950.7.25, 단월면 보용리, 양평군 단월면 

조기호(超꿇鎬) 

남, 38, 관리, 국민교 교원, 1950.7.7, 단월면 산음리,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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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면 피납자 

=응총계 4명 강제 피납 

강사만(姜士萬)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9.20, 자택, 서종면 수흥리 

김수명(金펀 l꺼) 

냥, 2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9.20, 자택, 서종면 수릉리 

박제봉(朴濟鳳) 

남, 3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5, 자택, 서종면 수입리 

이상복(쭈애福) 

남, 1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5, 자택, 서종면 수입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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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면 피납자 

=수총계 13명 강제 피납 

김길수(金꽉洙)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양동면 석콕리, 양동면 석곡리 

김승덕(金承德、) 

남, 2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9.28, 양동면 도곡리, 양동면 도곡리 

김정숙(金正淑) 

남, 2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5, 양동면 쌍학리, 좌동 

김지남(金집’男) 

남, 2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5, 양동면 고송리, 좌동 

박봉구(朴鳳九) 

남, 3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9, 양동면 금왕리, 좌동 

박영달(朴永達) 

남, 21, 학생,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 양동면 쌍학리, 양동면 쌍학리 

박우진(朴宇鎭)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5, 양동변 쌍학리, 좌동 

안영철(安.哲) 

냥,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0, 양동변 단석리, 양동면 단석리 

조성만(超性치)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5, 양동면 금왕리, 좌동 

현종근(玄핸根) 

남, 3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5, 서울시 인의동, 양동면 계정리 

현호근(玄짧根) 

남, 2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J ' 양동떤 계정랴 , 양동면 계정리 

황상근(행써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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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5, 양동면 쌍학리, 좌동 

황주철(黃柱哲) 

남, 3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5, 양동면 금왕리,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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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면 피납자 

=수종계 27명 강제 피 납 

강찬규(姜贊奎)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5, 자택, 양서면 청계리 

김남극(金南極) 

남, 39, 관리, 경사, 1950.7.2, 강하면 운심리, 양평군 양서면 

김동필(金東弼) 

남, 2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양평면 양수리 

김창우(金昌雨) 

남, 2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30, 자택, 양서면 청계리 

김릉근(金興根) 

남, 25, 농엽,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양평면 양수리 

박필환(朴必煥) 

남, 2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양평면 양수리 

방찬환(方燦煥) 

남, 3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3, 자택, 양서면 도곡리 

손성열(孫聖烈) 

남, 26,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양평면 양수리 

이복수(李福洙)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5, 자택, 양서면 복포리 

이의석(李義錫)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양평면 양수리 

이종수(李鍾壽)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5, 자택, 양서면 청계리 

이진옥(李鎭玉)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30, 자택, 양서면 복포리 

이창운(李昌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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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23, 농업 ,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5, 자택, 양서면 복포리 

이홍의(수弘嚴) 

남, 2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30, 자택, 양서면 청계리 

이희복(ζlE r훤福) 

냥,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3, 자택, 양서면 대필리 

장명도(張命펴) 

남, 2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30, 자택, 양서면 복포리 

전재순(全在JI떠) 

남, 3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5, 자택, 양서면 복포리 

전주호(全꽤짧) 

남, 3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5, 자택, 양서면 복포리 

정동균(鄭짜均)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5, 자택, 양서면 청계리 

최홍철(崔弘섬)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5, 자택, 양서떤 청계리 

하길용u可얀r JfJ) 

남, 2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양평면 양수리 

한갑용(합 rp隨) 

남, 2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양평면 양수리 

한광우(韓光愚) 

냥, 1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30, 자택, 양서면 청계리 

한기용(歸基龍) 

남, 2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30, 자택 , 양서면 청 계리 

함계옥(成땅玉) 

남, 2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양평면 양수리 

함재옥( J或再玉)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양평면 양수리 

흥정표(供正杓) 

남, 28, 상엽, 인민의용군 전사, 1950.7.30, 자택, 양서면 청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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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면 피납자 

=→총계 102명 강제 피 납 

강재성(姜파않) 

남, 49, 대서, 민국당 선전부장, 1950.7.9, 양평면 양근리, 좌동 

강창식(姜됩많) 

남, 34, 운전수, 1950.8.15, 청운면 양근리 

김기석(金基石) 

남, 2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안리 

김기성(金基成)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안리 

김대릉(金大興) 

남, 28, 공업, 1950.8.15, 청운면 양근리 

김동열(金東烈) 

남, 28, 관리, 순경, 1950.7.9, 양평면 양근리, 양평군 양평면 

김병국(金炳國) 남, 1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양평면 백 

안리 

김병달(金炳達)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언-리 

김상룡(金때龍) 

냥, 25, 농업 ,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5, 자택, 양평군 양평면 대흥리 

김상용(金相따) 남, 3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안리 

김성준(金成俊)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진사, 1950.7.22, 자택, 양평면 백안리 

김세영(金 ill;榮) 

냥, 36, 치의, 국민회 선전부장, 1950.8.30, 양평연 양근리,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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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종(*써,j宗)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양평면 공흥리 

김연수(~;뽀沈) 

남, 57, 농업, 민국당 최고위원, 1950.7.9, 양평면 양근리, 좌동 

김옥순(金 · Ii: JI따)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안리 

김용식(金龍뺀)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양평군 양평면 회현리 

김창수(金昌洙) 

남, 2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안리 

김창수(金쉰찮) 

남, 2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오일리 

김창식(金昌植) 

남, 44, 농업, 한청리단장, 1950.7.9, 양평면 양근리, 좌동 

김태성(金泰成)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8, 자택, 양평면 백안리 

김혁간(金柳問)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5, 자택, 양평면 덕평리 

김현구(金뽑九) 남, 3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양평면 

공흥리 

김릉선(金興先) 남, 18, 농엽,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8, 자택, 양평면 

벡안리 

김릉용(金없1隨)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창대리 

민영복(閔永福)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9.7, 자택, 양평군 양평면 원덕리 

민영흐|(閔永熙)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5, 자택, 양평군 양평변 도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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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례(+|、今禮)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양평면 공흥리 

박봉래(朴鳳來) 

남, 2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창대리 

박상전(朴돼天) 

냥, 2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오일리 

박윤흐|(朴允熙) 

남, 3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공흥리 

박종태(朴種泰) 

남, 2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창대리 

박창덕(朴블l德) 남, 3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양평면 

공흥리 

박현옥(朴쯤玉)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5, 자택, 양평면 신애리 

변돌이(下칠利)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5, 자택, 양평면 신애리 

변임동(下任同)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양평면 공흥리 

서태운(徐泰雲) 남, 27, 공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오일리 

실오헌 ( r:¥五鉉) 

남, 2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5, 자택, 양평면 신애리 

송영식(宋榮植) 

냥, 2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양평면 백안리 

송영자( ;;R핏子) 

여, 20, 무, 1950.8.15, 정운면 양근리 

송인택(똥仁헬)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공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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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순(?;양장)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5, 자택, 양평면 신애리 

신종만( 1 j1 삶 h) 

여, 33, 운전수, 1950.8.15, 청운면 양근리 

신창렬( 1 j 냐.!!)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안리 

신창복( ljJ 꾀福) 

남, 3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2, 자택, 양평면 백안리 

심구봉(沈JL추) 

남, 2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오일리 

안항용( 'ii:: ↑픽mn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양평면 공흥리 

유귀권(兪뚱械)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양평면 공홍리 

유선식(柳光핸)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8, 자택, 양평면 

백안리 

유인수(柳仁秀)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안리 

유흥오(柳興五) 

남, 2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양평군 양평면 회현리 

이갑복(李니l 福)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안리 

이귀남(李貴男) 

여, 22, 무, 1950.8.15, 청운변 양근리 

이기석(李끓錫) 

남, 2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양평면 백안리 

이기순(李뀔淳) 

남, 26,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양평면 백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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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쭈뀔짧) 

남, 2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양평면 백안리 

이덕길(李德、댄,- ) 

남, 37, 1950년 7월, 근무장소, 양평군 양평면 양근리 

이병오(주炳끄) 

남, 1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양평면 백안리 

이병태(쭈炳泰) 

남, 32, 관리, 경사, 1950.7.9, 양평면 양근리, 양평군 양평면 

이복성(李福成) 

남, 2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안리 

이봉구(李鳳九) 

남, 24, 농엽,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8, 자택, 양평면 백안리 

이성구(李聖九)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양평 면 백 

안리 

이수영(李좁泳)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안리 

이영섭(李寧燮) 

남, 38, 농업, 면장, 1950.7.9, 양평면 양근리, 좌동 

이영애(李永’젖) 

남, 25, 농엽,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0, 자택, 양평군 양평면 도국리 

이용태(李龍泰) 남, 2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오일리 

이우종(李佑웰) 

남, 46, 제유엽(씻油業), 1950.7.9, 자택, 양평면 양근리 

이유복(추有福) 

남, 3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떤 백안리 

이유복(추;잠福) 

남, 3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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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양(쭈廷얘)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0, 자택, 양평군 양평면 도곡리 

이헌수(추쨌짜) 

남, 2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5, 자택, 양평면 신애리 

이흥기(쭈센基) 

남, 35, 농업, 한청단원, 1950.7.20, 양평면 도곡리, 좌동 

이희종(李f짝!앓) 

남, 49, 민국당 최고위원, 1950.7.9, 양평면 양근리, 좌동 

임신호(林信짧) 

남, 2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안리 

임원중(林元重) 

남, 1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안리 

정근성(廷根成) 

남, 2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안리 

정상준(T배俊)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0, 자택, 양평군 양평면 도곡리 

조병택(超炳澤) 

남, 2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양평면 백안리 

조성완(趙誠完) 

남, 38, 상업, 국민회 총무부장, 1950.8.30, 양평 면 양근리, 좌동 

조은복(趙$N福) 

남, 26,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오일리 

주기장(朱起昌) 

냥, 2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오일리 

주용환(朱龍煥) 

남, 2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오일리 

지절봉(池哲鳳) 

남, 2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5, 자택, 양평면 덕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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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두(차성두) 

여, 27, 운전수, 1950.8.15, 청운면 양근리 

최범규(짧祝奎) 

남, 3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창대리 

최봉규(崔奉奎) 

남, 3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창대리 

최봉수(崔奉秀)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ε 자택, 양평면 신애리 

최석준(崔石俊) 

남, 3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8, 자택, 양평면 백안리 

최성덕(崔性德、) 

남, 1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공흥리 

최영옥(崔永玉)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양평면 백안리 

최영진(崔榮辰) 

남, 3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8, 자택, 양평면 백안리 

최영창(崔永昌) 

남, 1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양평면 백안리 

최완선(崔完先)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창대리 

최장성(崔長成) 

남, 2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창대리 

최잠식(崔長植) 

남, 2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2, 자택, 양평면 창대리 

최종태(崔앓泰) 

남, 26,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양평면 창대리 

최준수(崔俊秀)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양평면 백안리 

- 578 -



제2편 한국전쟁과 양평의 인적 피해 

탁상록(卓 「錄)

냥,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3, 자택, 양평면 백안리 

한택고(합1많i敎)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9.7, 자택,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흥상준(센씨(찾)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2, 자택, 양평면 백안리 

흥인수(싹L」秀)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양평면 공흥리 

황만억(꿇ht효) 

남, 3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9, 자택, 양평면 백안리 

황옥순(黃크닌||따) 

여, 21, 무, 1950.8.15, 청운면 양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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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면 피납자 

=수총계 30명 강제 피납 

김공성(金公첼) 

남, 2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 7. 20, 옥천면 용천리, 강원도 흥천군 

김수복(金판福) 

남, 20, 농엽,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0, 옥천면 용천리, 전남 이하불상 

김순자(金順子)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옥천면 옥천리, 좌동 

김영석(金永錫)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옥천면 신복리 

김영재(金永在)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옥천면 옥천리, 좌동 

김옥수(金玉水)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옥천면 옥천리, 좌동 

김용구(金容九) 

남, 22, 농업, 한청단원, 1950.8.2, 옥천면 신복리, 좌동 

김용규(金容圭)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옥천면 신복리 

김용호(김용호)-이 

마을 보초서다 인민군에 의해 피납 

김윤절(金允喆)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0, 욱천면 용천리, 가평군 설악면 

김준배(金俊培)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 5, 옥천면 옥천리, 좌동 

김지열(송점’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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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45, 관리, 국민교 교원, 1950.8.2, 옥천면 옥천리, 좌동 

김지원(金地댄) 

남, 2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옥천면 옥천리, 좌동 

노수종(盧판웰) 

남, 2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옥천면 욱천리, 좌동 

박인식(朴仁植) 

남, 1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옥천면 옥천리, 좌동 

변도명 c-r평明)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옥천면 옥천리, 좌동 

안광순(安光淳) 

남, 22, 농업, 한청단원, 1950.10.10, 옥천면 신복리, 좌동 

안응순(安應淳) 

남, 30, 농업, 한청단원, 1950.10.10, 옥천면 옥천리, 좌동 
유순용(柳順用) 

남, 3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0, 자택, 옥천면 용천리 

이근조(李近祚)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7, 자택, 옥천면 옥천리 

이상근(李相根)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옥천면 옥천리, 좌동 

이운산(李雲山)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20, 자택, 옥천면 용천리 

이정운(李正雲)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옥천면 옥천리, 좌동 

이정호(李正浩) 

남, 21,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7, 자택, 욱천면 옥천리 

이중섣(李重仙) 

냥,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옥천면 옥천리, 좌동 

이절영(李鐵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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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7, 농엽 , 인민의용군 전사, 1950.9.9, 자택 , 옥천면 용천리 

이현칠(쭈鉉七) 

남, 2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9.9, 자택, 옥천면 용천리 

정행오(鄭行五) 

냥,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7, 자택, 옥천면 신복리 

최정산(崔正山)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7, 자택, 옥천면 옥천리 

룡윤구(파允杓) 

남, 2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5, 자택, 옥천면 신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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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면 피납자 

=추종계 3명 강제 피납 

엄기섭(嚴基燮) 

남, 34, 관리, 경사, 1950.9.7, 광주군, 양평군 용문면 

원정용(元正容) 

남, 54, 상업, 한청단장, 1950.7.10, 용문면 다문리, 좌동 

이경세(李京따) 

남, 75, 농업, 1950.7.9, 서울 창신동, 용문면 망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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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면 피납자 

=수총계 46명 강제 피 납 

권영강(權寧康)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0, 자택, 지제면 지평리 

권영범(健寧範) 

남, 3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수곡리 

권영소(權寧少) 

남, 1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수독리 

권영창(權웰昌) 

남, 3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수곡리 

권영호(權寧鎬) 

남, 3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수곡리 

권용섭(權龍燮) 

남, 28, 관리, 순경, 1960.8.10, 지제면면 대평리, 양평군 지제면 

권태영(權泰英)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수콕리 

권태절(權泰哲) 

남, 26,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수콕리 

김갑동(金 Ej3 童) 

남, 26, 농엽,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김계동(金桂東) 

남, 26, 농엽,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김동식(金東植) 

남, 2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김명동(金|꺼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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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김봉열(金I.~\烈) 

남, 26,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김석동(~~꺼짜) 

남, 26,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김용근(송院根) 

남, 26,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1, 자택, 지제떤 곡수리 

김용운(~]}~~) 

님, 2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30, 자택, 지제면 곡수리 

김원기(金JC꿇) 

남, 2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지제면 곡수리 

김원배(金元培) 

남, 3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김원호| (金元텅) 

남, 2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김한종(金漢웰) 

남, 2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박용호(朴n깥鎬) 

남, 2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 지제면 옥현리 

박인빈(朴仁械) 

남, 2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콕수리 

방종학(方$重學) 

남, 28, 철공, 인민의용군 전사, 1950.7.10, 자택, 지제면 지평리 

신상원(푸때元) 

남, 3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신석조(中錫祚) 

남, 26,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신세근(辛쁘-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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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신숙주( 、F淑柱)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지제면 콕수리 

신재원(다1在5U 

남, 26,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지제면 콕수리 

안수명(安찮命) 

남, 2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윤태성(尹泰成) 

남, 26,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30, 자택, 지제면 곡수리 

이규환(李圭煥)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이기룡(李己龍) 

남, 27, 공무원, 1950년 9월, 근무장소, 양평군 지평면 

이원준(李元俊) 

남, 25,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0, 자택, 지제연 곡수리 

이종한(李鐘漢) 

남, 28,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이창수(李昌洙) 

남, 27,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이질손(李七孫) 

남, 39,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정기수(鄭基洙) 

남, 24,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1, 자택, 지제면 독수리 

정기환(鄭꿇煥)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21 , 자택, 지제면 콕수리 

정춘택(鄭휴댈) 

남, 3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옥현리 

조정환(펌正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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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36,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연 옥현리 

조필성(돼必成) 

남, 23, 농업 ,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지평리 

최덕해(崔德海)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30, 자택, 지제면 곡수리 

초|영윤(崔榮允) 

남, 30, 관리, 순경, 1950.7.9, 양평면 양근리, 양평군 지제면 

최용선(崔能善) 

남, 23,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30, 자택, 지제면 독수리 

한은우(韓®:,원) 

남, 20,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7.30, 자택, 지제면 수곡리 

황달복(黃i좋福) 

남, 22, 농업, 인민의용군 전사, 1950.8.10, 자택, 지제면 지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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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면 피납자 

=추총계 13명 강제 피납 

김갑전(金 Fp 天) 

남, 35, 농업, 한청단원, 1950.9.26, 청운면 용두리, 좌동 

김볼수(金奉洙) 

남, 32, 농업, 한청단원, 1950.9.26, 청운면 비룡리, 좌동 

김석한(金錫漢) 

남, 29, 농업, 한청단원, 1950.9.26, 청운면 비룡리, 좌동 

김윤중(金允中) 

남, 38, 농업, 한청단원, 1950.9.26, 청운면 비룡리, 좌동 

방기복(方基福) 

남, 30, 농업, 1950.9.26, 청운변 갈운리 

서재성(徐在成) 

남, 30, 관리, 경사, 1950.7.23, 여주군, 양평군 청운면 

손영택(孫榮澤) 

남, 28, 농업, 한청단원, 1950.9.26, 청운면 도원리, 좌통 

양릉전(梁興天) 

남, 36, 상엽, 한청단원, 1950.9.26, 청운면 다대리, 좌동 

원종한(元鐘漢) 

남, 31, 관리, 순경, 1950.7.23, 여주군, 양평군 청운변 

이정혁(李正麻) 

남, 30, 농업, 1950.9.26, 우동, 청운면 율리 

지윤근(池允根) 

남, 38, 농업, 구장, 1950.9.26, 청운면 가현리, 좌동 

최거천(崔車天) 

남, 29, 농업, 한정단원, 1950.9.26, 청운면 가현리, 좌동 

한근필(韓根耐) 

남, 55, 관리, 교장, 1950.9.26, 청운면 황정리, 양평군 청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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